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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국 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권고합니다.
•국 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인 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와 구제
를 합니다.
•모 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
권교육과 홍보 활동을 합니다.
•인 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과 관
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합니다.

특성 상 인권교육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따로 분리하여 측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권교육 영향평가는 복합적이다. 더 나아가서
인권교육의 범주에는 다양한 유형의 목표를 갖는 광범위한 활동과
사항들이 포함되기에 다양한 유형의 평가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평가자료 및 경험 등의 부족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제들이
다. 평가 관행이 강화되면 인권교육자들의 책임성이 증진되고
인권교육의 변화 효과와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시연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권교육센터
_ edu.humanrights.go.kr
_ m.edu.nhrc.go.kr

인권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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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인권 증진을 통한 사회 변화 창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의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
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출범하였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사람을 조사·구제하고, 여
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여 개선을 권고하며, 인
권존중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엔 인권최고대표부에서 발간한 인권교육가를 위
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Evaluating Human Rights
Training Activities: A Hand Book for Human Rights
Educators』(2011)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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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인권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 및 기록하고자 하는 인권교육
가들을 위한 실용적 안내서로서 이 지침서가 갈등을 평화로, 인권침해를 치유로, 남
용에서 존엄성으로, 차별에서 존중, 평등, 사회정의로 혁신하는 인권교육의 역량을
육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권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년-계속),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the draft United Nations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지침서가 널리 전파되고 실질적으로 활
용되기를 바란다.

Declar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비롯한 여러 유엔의 시
도를 통해 인권침해 및 폭력 분쟁 예방, 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함양, 민주주의 체
계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의 대중의 참여 강화 등과 같은 원대한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인권교육훈련을 점증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방법론에서 구체적이지 않거나 학습자들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다면 인권교육은 순고한 목표를 지향하거나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역량강
화의 효과 창출에 기여할 수 없다. 학습자와 학습자들이 소속된 공동체에 이러한 영

네이바네셈 필레이(Navanethem Pillay)

향을 확실히 전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이행, 사후관리까지 교육 및 훈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

개발의 전 단계에서 걸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 인식을 바탕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에퀴타스(Equitas)-국제
인권교육 센터와 공동으로 본 지침서 개발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 지침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활동의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지
속적인 평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서는 교육 평가의 기존 연구 및 관행을 토대
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이 지침서를 통해 인권교육가들은 평가에 대한 기본
지식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도구 및 기법 사례를 포함한 단계
별 지침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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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I

┃이 지침서를 만든 사람들┃

에퀴타스(Equita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에퀴타스-국제인권교육센터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와 전 세계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의 향유와 완전한 실현을 장려,

서 평등, 사회정의, 인간 존엄성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기구이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유엔총회 결의 48/14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임무에는 인권침해

40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에퀴타스는 인권교육의 세계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예방,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확보,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유엔을 통한 관

에퀴타스가 캐나다와 전세계에서 펼치는 역량구축프로그램(capacity-building programs)은 시민

련 활동 조정, 인권 영역 유엔 체계 강화 및 효율화 등이 포함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

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정부기관 등을 도와 인권담론의 효과적인 참여, 차별행위와

네바의 본부와 지역 사무소 등을 통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교육과 훈련 프

관행 철폐, 인권 보호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 개혁 추진에 기여해 왔

로그램을 시행하고 정부, 기관, 시민사회의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유엔인권최고대

다.

표사무소는 특히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에퀴타스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을 계발하고, 기술을 강화하며, 인권교육가

정보 공유, 모든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모범사례 및 효과적 인권교육 및 훈

및 강사 훈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권 가치 증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련 방법론 개발, 풀뿌리단체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동체 지원(Assisting Communities

보호, 인권 옹호 및 모니터링 교육, 여성, 이주노동자, 아동 및 소수자 등 사회 특정집

Together, ACT)

단의 보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 학교체계 내에서 인권교육 강화 등의 활동

대상을 위한 인권교육훈련 자료 개발, 세계인권선언의 보급,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을 펄치고 있다. 에퀴타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www.equitas.org를 참

조정 등을 통해 인권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및 출판물 관련 사

조하기 바란다.

항은 기관 웹사이트(www.ohchr.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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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서에 대하여
2. 지침서의 구성
3. 지침서에 사용된 주요 용어

1. 지침서에 대하여
이 지침서는 에퀴타스(Equitas)-국제인권교육센터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200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인권교육: 평가 접근

개요

법 및 방법론(HRE for Social Change: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ologies)”이라는 국제 인권교육 심포
지엄의 결과로 기획되었다.
인권교육 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역동
1)

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인권교육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교
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 관리, 개발, 실행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인식을 점
점 더 키워나가고 있다. 인권교육가로서의 실행 역량 향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사항은 인권교육 평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구축이다. 효과적인 평가 수행은 업무의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핵심 권고안 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교육가들을 위해 기존의
인권교육 평가 작업에 있어 유용성과 적절성이 검증된 평가방법, 도구, 지표 등을 담
은 지침서를 발간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주요 권고안에 부응하여 인권교육가들
을 위한 본 지침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질을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본 지침서를 준비하면서 맞닥뜨린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부문, 즉 인권교육
인권 증진을 통한 사회 변화 창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의 특성상 인
권교육을 정치적, 경제적및 사회적 요인과 따로 분리하여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권교육 영향평가는 복합적이다. 더 나아가서 인권교육의 범주에는 다양한 유형의
목표를 갖는 광범위한 활동과 사항들이 포함되기에 다양한 유형의 평가 과정이 수반
되어야 한다. 평가자료 및 경험 등의 부족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제들이다. 평
가 관행이 강화되면 인권교육가들의 책임성이 증진되고 인권교육의 변화 효과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시연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장(예를 들어 학교, 비공식 교육 현장 등), 학습자(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인권교육 활동 유형(예를 들어 감
, 범위(예를 들어 프로그램 전반, 특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 등) 등 인권교육에 포함되는 다양

수성 향상과정, 훈련활동 등)

한 부문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다. 해당 심포지엄에서 기존
의 인권교육 관련 평가 자료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 다양한 교육 현장에 우수한 프로
그램 평가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교육 환경
2)

에서 다양한 성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인권교육가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평가 자료는 부족한 듯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학습현장에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평

종합적으로 인권교육가들이 일상적으로 교육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제든 참고

가 접근법, 방법, 설계, 도구 등에 초점을 두어 지침서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침서는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무, 실
제 인권교육 실무에 어떻게 교육평가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이로써 인권교육가들의 평가 역량이 증진되
어 이들이 속한 조직/집단, 공동체, 사회 등의 변화에 있어 인권교육 활동의 기여도를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인권교육은 사회와 분리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권교육
을 기획할 때 인권교육가는 유사한 인권쟁점을 다룸에 있어서 학습자의 인권상황과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인권 환경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자 전개되고 있는 기타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평가를
하는데 체계적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권교육 활동의 효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1) 이 지침서에서 인권교육은 인권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인권교육의 정의는 본 지
침서 제1부를 참조해 주기 바람.

2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2) 자료 목록은 본 지침서 제5부에 잘 나와 있다.

┃개요┃ 3

사회 전체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는 장기간에 걸친 훈련과정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인권교육가들에게 성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인권교육 활동에 내재되
어 있는 본질적 교육평가 과정의 설계, 개발, 실행 등의 실질적 지침을 제시하고, 이
와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인권활동의 맥락에서 인권교육평

2. 지침서의 구성

가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지침서에서는 평가 과정과 프로그램 설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인권교육 평가의 직접적이며 종합적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1.1 지침서의 대상
이 지침서는 비공식적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인권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인권교육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습자는 비정부기구(NGO) 및 지역사회
중심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 정부 관리, 국가인권기구(NHRI)의 직원, 국제기구 직원, 교
사,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에 맞춰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이 지침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평가과정은 각 단계마다 인권교육 과정
의 총체적 기획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인권교육 평가가 단순히 학
습자의 반응을 측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가들이 교육의 실제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어떻게 인권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올바
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지침서는 교육적 평가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교육가들은 물론, 실무적으로 인권
교육 활동을 평가했던 경험은 있지만 정식으로 교육평가 훈련을 받은 적은 없는 인권

이 지침서는 총5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부, 인권교육 평가: 기초 탐색은 인권교육의 목표, 내용, 과정 등의 검토로 시

1.2 지침서의 목적
이 지침서는 교육 평가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개발해줌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가들의 평가활동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한다.

• 인권교육의 교육평가 실행에 지침이 되는 개념 개발 연구

작한다. 이어서 교육적 평가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인권교육가들이 인권교육 현장
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지침이 되어줄 두 가지 교육평가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제2부, 인권교육 평가: 단계적 과정(step-by-step process)에서는 성인 학습자 대상 인권교

• 단계적 과정(Step-by-Step Process)을 적용하여 인권교육 평가수행 방법의 설명

육의 5단계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교육욕구 진단, 기대성과 설정, 형성평가,

•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도구 및 기법의 제공

최종 총괄평가, 영향평가 및 전이평가 등으로 구성된 다섯 단계는 각 교육 설계주기
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평가 설계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인권교육가들이 인권교육 활

이 지침서에 기술된 평가 과정은 4일~10일 기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

동에 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 맞춰서 설계되었다. 하지만 보다 확장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단기간

평가가 단순한 사후절차가 아니라 교육설계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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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5

다. 다양한 결과 보고 방식, 자료 분석 방법 및 기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인권교육가/진행자/강사
인권교육가/진행자/강사란 인권교육 영역에서 교육과 훈련 활동에 관

제3부, 평가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는 인권교육가가 인권교육 활동을 평

여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각 개개인이 인권교육 설계, 개발, 실행 및 평가

가할 때 다루게 될 많은 중요 쟁점과 질문사항 등을 살펴보고,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주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참여적 방법론을 적용할

위한 유용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부에서 논의되는 쟁점 중에는 평가에서 성별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이상적이다. 인권교육계에서 통용되는 바에 따라서, 이 지침서

갖는 의미, 문화와 언어가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시기, 평가자료 등에

에서는 세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 교육
제4부, 인권교육 평가 도구 및 기법에서는 교육욕구 진단에서부터 전이, 영향평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기법을 모아 놓았
다. 이 지침서에 포함된 평가도구와 기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권교육가들이 개발한

비정규 교육 은 주로 정규교육 체계 밖에서 조직되고 구조화되어 이루어지는 교육
을 가리킨다. 비정규 교육은 이수 의무가 없으며 교육기간도 다양하다. 단기 인권훈
련 과정인 워크숍 등이 비정규 교육의 한 예다.

것으로 독자 여러분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맞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제5부, 인권교육 평가에 유용한 참고자료에는 인쇄물 및 전자문서를 비롯하여 이
지침서 개발 과정에서 참조한 다양한 자원과 관련 웹사이트 목록이 담겨 있다.

훈련과정
훈련과정 은 독립적으로 조직된 훈련활동으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활동을 가리
킨다. 단기 훈련과정의 목적은 참가자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학습자의 태도
및 궁극적으로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훈련과정은 고도의 집중

3. 지침서에 사용된 주요 용어

적 학습방식이다. 1회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지침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 담긴 용어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인권교육 실무자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들 용어가 본 지침서에서 어떻게 사용되
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성인 학습자
성인 학습자 는 공식적 교육체계 외에서 비공식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기타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을 일컫는 일반 용어다.

훈련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이란 일련의 상호 연계된 훈련활동들로 워크숍, 기획 및 평가회의,
현장방문, 원탁회의 등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단기 훈련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학습의 전이
학습전이 는 특정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L. 커크패트릭(Donald L. Kirkpatrick)의 4단계 모형(1부 3.2 참조)에 따르면, 학
습에 있어 전이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인권교육의 경우 교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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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7

료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복귀한 후, 동료, 직원들과 새로운 지식, 기술, 가
치, 태도 등을 공유하고, 실무에 이러한 내용을 통합할 때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독자의 반응
이 지침서의 핵심 요소들은 인권교육가들이 직접 경험한 바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인권교육가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1부

우리는 실제 교육 현장과 이 지침서의 지속적 연계 증진을 목표로 한다. 평가 도구,
교훈, 우수 사례 등 무엇이라도 에퀴타스-국제인권교육센터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
무소와 공유하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 인권교육 실무자의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한다.
인권교육 평가에 대한 지식 공유는 인권교육가로서 우리의 업무 향상에 있어서, 또
한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기여에 있어서 중요한 “다음 단계”이다.
이 지침서는 하나의 역동적인 도구로 현장과의 연계 증진은 우리의 지속적 목표이
다. 에퀴타스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독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환영한다. 기타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보내 주기 바란다.

인권교육 평가하기: 기초 탐색
제1부에서는 사회변화를 위한 인권교육과 교육평가에 관한 관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 실무에 평가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는 두 가지 교육평가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에퀴타스-국제인권교육센터

1. 인권교육과 사회변화

666, Sherbrooke Street West, suite 1100

2. 인권교육에서의 교육평가 개요

Montreal, Que′bec, Canada H3A 1E7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평가 모형

E-mail: info@equitas.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Methodology, Education and Training Section/RRDD
1211 Geneva 10, Switzerland
E-mail: hredatabase@ohchr.org

8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 전체에서 인권실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장기적인 인권침해와 폭력 갈등의 예방, 형평성과 지
속가능한 개발의 진작, 민주적 체계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증진 등에 기여하
게 된다.

4)

인권교육가로서 인권교육과 그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과 왜 이 일이 중요한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인권교
육의 효과 측정에 관한 사항은 인권교육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인권

제1부

제1부

자료 1

1. 인권교육과 사회변화

국제인권문서 내의 인권교육관련 조항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이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 세계인권선언(제26조)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ESC)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3조)
• 아동권리협약(제29조)

교육의 목표, 내용,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 국제여성차별철폐협약(제10조)
•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제7조)

1.1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제8조)

간략히 말하면,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 등에 대한 모든
학습이다. 이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역량강화 과정이다.

•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제1부 33~34조, 제2부 78~82조)
•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등 기타 불관용 행위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와 더반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선언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년)에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

문 95~97조, 행동프로그램 129~139조)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소와 항목을 포괄하는 인권교육의 광의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
다(<자료1> 참조). 인권교육은 보편적인 인권 문화 구축을 위한 학습, 교육, 훈련, 정보 수
집 등으로 정의된다.

인권교육은 정부 관리와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켜 관할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기에는 인권과 이를 보호하는 메커니즘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
로 인권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습득 또는 강화,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관, 태
도, 행동 등의 개발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까지 망라된다.

보호하며 달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남성, 여성,
소년, 소녀 등의 개인과 공동체가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권의 가치와

3)

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부 조직과 개인은 실효성 있는 인권 실현을 목표로 사회변화의

3) A/HRC/15/28, paras.3과 4에서 수정인용. 2010년 9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실천계획이 채택되었다(결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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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bid., para. 1.

┃제1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기초 탐색┃ 11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을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변화에는 사회 구조, 태도, 신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 발전단계에서 어떠한 구체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념, 견해, 가치, 자유와 권리, 교육의 질, 효과적 행정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

를 기대하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료 3>은

성과 남성의 평등, 또는 양성평등(<자료 2> 참조) 역시 인권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

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가과정을 더욱 잘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 계획되고 이행된 인권교육 평가
자료 2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 또는 양성평등은 모든 공적, 사적 생활 영역에서 양성의
동등한 가시성, 권한 부여, 참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는 개인, 조직/집단,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등의 차원에서 변화의 증거를 모색하고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인권에 부합하는 사회변화에 어떻게 기
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행동, 열망, 욕구 등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동
등하게 존중해주는 것,
• 모든 사회생활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

자료 3

변화의 단계

• 경제활동,

의사결정,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삶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
• 자원

및 발전의 혜택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접근권 및 통제의 격차를 줄이
는 것,
• 여성과

소녀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출처: 유럽이사회, 여성과 남성 평등에 관한 웹사이트 www.coe.int/t/dghl/standardsetting/
equality/default_en.asp(2010년 12월 7일 현재)

개인
개별 학습자에게서 기대하는 변화.
한 개인이 습득, 강화 또는 교정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은 어떤 것
이 있을까?

개인중심 변화의 사례: 학습자가 인권교육의 참여적 접근법에 친밀해져서 자
신의 인권교육 실무에 자신있게 이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조직/집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경험을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집단(공동체 구성원 등)에 전이

1.2 인권교육의 기대성과
사회변화의 목표는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이다. 인권교육 실무의 성과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화해야 한다. 인권교육 실무와

할 때 기대되는 변화.
학습자의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이 조직이나 집단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

집단중심 변화의 사례: 학습자 조직이나 집단 등이 인권교육훈련과정에 참여
5) Hayat Alvi,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Arab Middle East”, Middle East Review of

적 교육방법을 함께 통합하여 적용한다.*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2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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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가로서 아래에 제시한 세 단계를 통하여 기대하는 변화를 밝힘으로써 평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만 아니라 이를 포함시킨다. 이 접근법은 서로 다른 배경, 문화, 가치, 신

한 조직이 더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에 자신이 학습한 바를 전이할 때 기대되는

념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학습하고 서로에게서 학습할 수 있

변화.

도록 해준다.

어떤 효과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인가?

집단의 인권교육 실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및 생활의 다른 측면에도 통합된다.*
* 여기에 제시된 사례는 인권교육가 훈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개발하도록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분석을 장려한다.
참여적 접근법이 인권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은 우리의 삶의 경험의 일부이기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기반으로 인권
을 조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인권을 이해, 향유, 장려하기 위한
분석적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자료 4

인권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인권교육, 훈련, 공공 정보는 공동체 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고 성취시키며 공동의 이해, 관용, 평화를

• 인권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가치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인권교육은 사회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권업무 관계자들은 누구나 사
회변화의 주체가 된다.
• 인권교육은 사회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긴밀하게 반응해야 한다.

6)

증진함에 있어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즉 유네스코(UNESCO)는 인권교육이 역량강화, 참여,
투명성, 책임성, 분쟁 방지와 해결, 평화 창조와 구축,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의 효과적인 보호, 실현 등과 같은 다양한 원칙적 목표 달성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핵심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가는 참여적 접근법의 개념을 실무에 적용함
에 있어 지원 도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구의 하나인 학습의 나선구조 (<자료 7> 참조)는
참여적 접근법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준다.

출처: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제2부, D, 78조 www.unesco.org

자료 5

학습자 경험 가치부여의 중요성

“성인 학습자의 자존감을 적절히 존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1.3 참여형 인권교육 접근법(A Participatory Approach to Human Rights Education)
인권교육 수행방식에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가 반영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참여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천의 기본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교실
에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야 한다. 강사가 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
응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교육가는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간의 상호교

인권교육의 참여적 접근법은 인권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고

류가 활성화되고 학습자의 전문적 지식이 인정받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

중시하며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핵심적 반영을 고무한다. 이는 상호 존중 및 상
호 학습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
14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6) Dave Donahue, “Why a participatory method for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for Human Rights Trainers, Book 1:
Facilitator’ Manual ,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Equita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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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회-중심 변화의 사례: 참여적 접근법이 더 광범위한 공동체 내의 다른

참여적 접근법은 성인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적합한 사회변화를

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출처: Human Rights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Methodology,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6(UN Publication sales No, E.00.XIV.1).

1.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에서 출발한다(예: 학습자의 지식, 기술, 가치, 인권에 대한 생
.

활 속의 경험)

2.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후 학습자들은 그 경험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다

인권교육 활동과 인권 원칙

3. 학습자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정보와 이론이 더해지거나

“인권교육 활동은 평등과 차별금지 등과 같은 인권의 근본적인 원칙을 전달하
며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의 일상생활
경험에 인권을 연관시키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위에서 제시한 인권
원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이 돼야 한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인권에 대한 욕구를 밝히고 전달하며, 인권기준에 부
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힘을 부여받는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인권적 가
치를 반영해야 하며, 참여를 진작하고 결핍과 공포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집합적으로 만들어진다.
4.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실천해보고 새로운 기술과 전략, 행동계획
을 실천해야 한다.
5. 학습자는 이후(대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일상 업무에 복귀한 후) 자신이 배운 것을 행동
에 적용한다.
출처: Rick Arnold et al., Educating for a Change (Toronto, Canada, Between the Lines,
1991).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the Doris Marshall Institute for Education and
Action의 승인을 받아 수정 인용.

조성해야 한다.”
출처: UNESCO and OHCHR,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lan of
Action-first phase(2006).

자료 7

1.4 인권교육의 현황 파악: 체계적 접근법
학습의 나선구조

(learning spiral)

5

인권교육이 국가 또는 공동체내의 인권현안을 해결하고 올바른 사회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또는 훈련

행동에
적용

과정이 유사한 인권현안들을 다루고자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인권
혹은 인권교육 업무와 현재 인권현안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인식

4

새로운
전략과
행동계획
시행

3

1
정보와
이론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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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 목표 달성에서 인권교육 활동의 기여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경험에서
출발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

패턴
탐구

<자료 8a>은 체계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광의적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운영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 평가와 인권교육 평가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수반되는 도전과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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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부

.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가?)

자료 6

<자료 8a>의 체계적 접근방식에 관한 자료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인권교육이 인권업

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포함하여 인권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효

무를 구성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 인권교육이 어떤 위상을

과성을 상당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체계적 접근법을 제대로 활

갖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권교육 과정 또는 쟁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

용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다(자료의 아랫부분 참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을 큰 체계내의 하나의 하위체계라고 생각해

되기도 한다.

제1부

제1부

보자. 이 하위체계(자료의 아랫부분)를 진단할 때,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각각의 교육과정을 어
디에 둘 것인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특정 쟁점에 대한 인권교육 업무

자료 8a

인권교육 환경: 체계적 접근법

• 소속된 조직 내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기회: 인권 보호와 개선을 지지하는 요소

• 조직의 인권업무
• 지역사회/국내/지역/세계적 차원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조직에서 수행
하고 있는 활동들

모니터링

현재 진행 중인 인권교육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 체계에 주목해보자(자료의 윗부분).
이 도표의 왼편에 “당사국의 현 인권상황”이라 적힌 네모 칸과 오른편에 “바람직한 사
회-정치적 변화: 인권 문화”라 적힌 네모 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교육과정

 당사국의
현 인권상황
변화를 유도
하는 행위

법률적
재정립
조사연구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

옹호와 인식
기타

바람직한 사회
정치적 변화:
인권문화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동

을 비롯하여 모든 인권업무의 목표와 맥락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료 중앙에는 인권
교육 활동, 즉 교육과정 또는 행사를 포함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행동

도전과제: 인권 개선과 보호를 제한하는 요소

유형이 나와 있다. 이 행동들은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지지하는 요소(기회)와 역량을 제
한하는(도전과제) 요소를 지닌 일반적인 인권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체계적 접근법 활용은 인권교육가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가 계획하는 개별 교육과정이 조직 내의 다른 업무는 물론, 다른 주체들이 조직한 인권
교육 활동에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을 제시해준다. 또한 우리의 인권교육 과정

구체적 인권 사안을 다루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사회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인권
쟁점을 다루고 종사하는 활동가
조직의 전반적인 인권교육과 인권업무

과 동시에 진행되는 기타 인권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게 해준다. 이처럼 광범위한 맥락
에서의 인권교육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직의 인권교육 업무

인지를 파악하게 해주고 해당 인권교육 과정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
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인권교육 업무의 본질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

인권교육 활동

게 개선될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해준다. 체계적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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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 8b>는 한 예로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 과정을 활용하
여 체계적 접근법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인권교육에서 교육평가의 개요
인권교육가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욕구와 긴급한 쟁점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하
루 종일 현장에서 뛰고 돌아 온 후에도 현장 업무에 동반되는 온갖 서류작업에 책상
앞에서 기운을 뺐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평가는 종종 시간을 두고 기다리거나,

체계적 접근법의 사례: 여성 권리 교육

방해 없이 상당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 또는 단순히 그다지 내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에 속하는 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쌓여 있

기회: 여성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지지하는 요소

는데 굳이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거의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비준(185개국)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 다년도 글로벌 캠페인(2008)
-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활동

인권교육 실무자로서 우리는 교육 평가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 봐야 한다. 교육평가
가 인권교육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참가자들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무

모니터링

당사국의 현
여성 인권상황
변화를 유도
하는 행위

법률적
재정립
조사연구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

옹호와 인식
기타

인권교육

바람직한
사회-정치적
변화: 여성
인권 실현

언가 배우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인권교육 과정이 끝날 때 질문지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면 평가가 질문지 배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교육평가의 개념을 알아봄으로써 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가 어
떻게 인권교육 활동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인권교육 활동

도전과제: 여성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제한하는 요소
- 여성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가치
- 전 세계에 걸쳐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고강도 폭력
-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저조
여성 인권을 다루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사회: 유엔여성개발기
금(UNIFEM) 및 기타 유엔 기구, 국제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

앞의 제1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차원, 즉 개인, 조직 또는 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
동체/사회 등의 차원에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앞에
서 설명한 바 있듯이 효과적인 인권교육 평가는 위의 세 차원에서 행해지는 실질적인
변화에 있어 인권교육 활동이 기여하는 바를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 인권에 종사하는 주체:
국가여성위원회 및 기타 비정부기구

이 지침서는 인권교육가들이 3일에서 10일 간의 인권교육 과정 평가에 적용할 수
전반적인 인권 활동 조직: 여성 및 소녀의 권리
향상 및 보호
여성 인권에 대한 해당 조직의 인권교육 활동: 여성에 대
한 폭력 및 차별 철폐 및 여성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직
인권교육 활동: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한 여성 인권교육

있는 단계별 평가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과정은
더 짧은 기간의 교육과정의 평가는 물론이고, 보다 광범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평
가에도 쉽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교육평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권교육 맥락에서 인권교육 평가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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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b

2.1 교육평가란 무엇인가?
인권교육 맥락에서 교육평가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에 걸쳐 정보 수집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다. 여
기에는 계획 과정, 설계 및 개발 과정, 운영과 사후관리 과정 등이 포함된
다(제2부 참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되는 체계적 활동

각 과정별 평가는 아래의 <자료 9>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 개인, 조직/집단, 더 나아가 공동체와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인권교육이 인

제1부

제1부

권존중을 유도하고 인권교육 개입이 인권 개선과 적절한 연관성을 갖도록
해주는 변화의 정도를 설명하는 정보

자료 9

평가과정의 핵심

• 인권교육훈련 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 판단기준 정보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내용은 평가란 체계적인 활동이라는

평가 목적 규정

것, 즉 계획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평가를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설
정한 목표와 관련 인권교육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정보
는 인권교육 활동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 내의 인권문화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

명확한 질문 설정 및 질의
중간 단계들은
평가 방법론
반영

적절한 자료에서 해답 찾기

치는지를 확인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인권교육 활동의 효과성 개
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 해석, 적절한 결론 도출

성공적인 평가는 적시에 적절한 사람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평가를 통해 배운 사항에 따라 실천하기
출처: Sarah del Tufo, “What is evaluation”

우리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교육프로그램을 왜 운영하나?
•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나?
•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 학습자가 배운 바를 생활이나 활동에 적용하고 있나?
• 학습자의 활동이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
는가?

2.2 평가는 왜 필요한가?
많은 인권교육가들이 평가과정에서 의욕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는데, 있을 법한 사
항이다.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거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해지는 경우 평가 활동을 수
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가로서 평가야말로 우리 손에 쥐어진 가
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육이나 훈련 등의 교육적 개입이 학습
자들에게 일정 성과를 기대할 만큼 실질적이라고 가정할 때 인권교육가의 평가 질문,

위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평가는 일회성의 사항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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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성 측정,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보충할 수 있다.

8)

설명 제공, 결론 도출, 권고안 제시 등이 가능하다. 평가과정은 인권교육 과정이 적절
• 동기 부여: 교육이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이나 소속 팀이

방법론 등의 적절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인권교육 활동을 정당화하며 미래 인권교육

자랑스러워할 만한 바이다. 평가는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조직 내에서 활

과 인권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9)

인권교육 평가에는 두 가지 핵심 목적이 있다. 하나는 학습과 개발이고 나머지 하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함으로써 평가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는 책임성이다. 학습 및 개발의 목적으로 수행된 평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정보 수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책임성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인권

평가와 과학적 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평가는

교육 평가는 이해관계자와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인권교육 성과에 따른 증빙을

과학적 조사가 아니다. 평가는 한정된 자원, 촉박한 기간, 변화하는 주체 등과 같은

제공한다. 효과적인 평가 과정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통합하여 실행해야 한다.

요소들로 인해 과학적 조사의 엄격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탐구 유

7)

형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평가가 의사결정자들
인권교육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능하도록 해주기에 중요하다.

을 위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돼야 하는 반면, 과학적 조사는 이러한 제한점

• 효과성

증진: 당초에 설정한 방향대로 인권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학습

이 없다. 평가와 조사 모두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

이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가 해답을 제공

는 있겠지만, 과학적 조사가 지적 호기심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반면 평가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즉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자금을 후원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관계자 또는 클라이언트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 일정한 이해관계
를 갖는 사람 등)

의 프로그램 이해관계와 정책 등을 반영해야 한다.

10)

• 책임성:

우리가 속한 조직과 후원자들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육 프로그
램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입증하는 책임성 체

따라서 인권교육 평가는 연구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목표 등과

계를 필요로 한다. 평가과정을 통해 인권교육가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인권교육 프

관련된 구체적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이 지침서의 뒷부분에서

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평가 단계, 다시 말해 교육욕구 진단, 형성평가, 교육 종료 후 총괄평가, 전이
와 영향평가 등을 살펴보면서 관련 평가 방법론을 논의하고, 우수한 연구사례(예를 들어 편

• 경험의

공유: 국내외에서 인권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성공과 시행착오 등 실질적인 사례를 배울 수 있다. 특정 학습자 및 인구집단에게

를 반영하여 과학적 조사방법(예를 들어 통제집단 활용 등)에 얽매이지 않는 인권교육 평가

견 타파 등)

수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훈련 방법과 효과가 없는 접근방법 등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8)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apter 1:
Why evaluate your program?” in The Program Manager’s Guide to Evaluation, 2nd ed. (Washington, D.C., 2010).
9)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Symposium. HRE for Social Change: Evaluation Approaches and
7)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왜 평가가 필요한가?(Why evaluate?”.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ces-vol.
org.uk/index.cfm?pg=545 (2010년 12월 16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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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es, Report of Proceedings (Montreal, Equitas, 2007).
10) Tammy Bourg, “Research methods: school and program evaluation”, in Education Encyclopedia, 2nd ed.
(Macmillan, 2002).

┃제1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기초 탐색┃ 25

제1부

제1부

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설정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평가는 전략과

2.3 우수한 평가의 특징

요하다.

우수한 인권교육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 자기 반성적 태도: 좋은 평가는 겸손하고 자기반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조직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적 인권교육 활동과 관련된 목표를 뒷받

의 구성원들은 집합적 한계성을 인식해야 하며, 아무리 잘 설계된 평가라도 단일

침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우수한 평가는 계획, 설계, 이행, 후속 평가 결정 등을

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항상 일정 정도는 불확실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내릴 수 있고 수행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

인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성과를 설정함에 있어 관측과 측정이 가능한 성과를 평가에 명시하는 것은 중요
하다. 이렇게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 개인적 전문성이나 전공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인권교육 활동평가를 수행하
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폭넓은 시각을 갖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개인의 전문성(예를 들어

• 행동지향성:

양질의 평가는 해당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행동지향적 관점이 반영

을 넘어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접근법을 지

평가, 인권교육, 인류학, 심리학 등)

향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교육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식의 최종적 질문의 어감으로 질문하기보다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 고쳐야 하

• 진정성: 우수한 평가는 정직하고 진정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 평가는 책임성과 신

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혹은 다음 교육에서 고쳐주고자 하는 사항

뢰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제로 인권교육이 공동체나

은 무엇인가? 집단 역동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또는 제안하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자

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행동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

료에서 도출된 데이터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인다면 어디에서 그러한 효과가 기

을 수 있는 평가 설계가 된다.

인하는지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실질성: 양질의 평가는 실질적이고 평가를 수행하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정확성: 훌륭한 평가는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서로 다른

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평가는 동일한 양의(또는 적은 양의) 인적, 재정적, 물

두 사람이 따로 취합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정교하고 타당한 방

적 자원을 활용해도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강구하는 것

법으로 설계된 기법과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좋은 평가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하고,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와 개념에 대해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해줌
으로써, 도출된 결론이 모든 이들에게 유의미한 평가이다.

• 참여적

방식: 양질의 평가는 다양성과 통합성을 지향하고 반위계적인 구조에서 평
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적으로 긍정적인

• 미래지향적 평가: 좋은 평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예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단순히 학습자뿐만 아니라 강사, 학습

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이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자의 소속 조직과 공동체, 자금 지원 기구까지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

대한 피드백이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 더 나아가 훌륭한 평가는 교

미한다. 보다 규모가 큰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평가 수행 시 이 점이 특히 중

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사후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계획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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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향성:

훌륭한 평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는 구체적

평가가 프로그램의 일부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평가는 훈련이나 교육 결

성평등의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

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어하는 선제적인 모형이어야 한다.

• 효과적인

보고 절차: 훌륭한 평가는 보고 절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자료 10

평가 예산 확보

아가 보고는 평가 목표의 명확화,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평가 결과를 명시하여야
하며, 한계점을 밝혀야 한다. 보고서의 신뢰성과 완성도 등의 차원에서 위의 모든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간혹 자료 수집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평가보고
서 예시를 제공하여 평가보고서 양식이 해당 조직과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전

“우편요금, 전화비, 복사비 등 관련 지출을 비롯하여 구체적 경비 명목으로 재
원을 할당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국제기구 평가과정에서 살펴
본 바로는 표준적으로 평가 비용은 운영 예산의 5∼10% 정도였다.”
출처: Source: Saul Carliner et al., “Programme evaluation”, presentation made 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Symposium.HRE for Social Change: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Montreal, 3-5 May 2007.

체적인 과정과 전략 등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이행 관련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 11
•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평가 : 마지막으로 좋은 평가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정직성의 중요성

11)

있고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 양질의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검증과 최초 결과에 대한 반론제기 및 유사한 평가
의 반복적 시도를 허용하면서 모든 관련 집단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
시에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원 결과의 복제 또는 반박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논평 및 논의 역시 장려되어야만

평가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비보가 날아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참고 감정 표출을
인내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거나 완성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인권교육 실무자는 이러한 데이터 공개를 겁내서는 안 된다.
이 정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프
로그램과 인권교육 실무자, 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출처: Carliner, “Programme evaluation”.

한다. 그러나 때로 평가 과정에서 비밀 정보를 다루거나 가해자를 면담하고, 피해
자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면담해야 하는 경우와 부정부패 및 면책 문제를 다뤄
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응답자의 신원보호와 안전이 우선순위
가 되어야 한다.

2.4 인권교육 평가는 왜 복잡한가?
인권교육 실무자로서 평가는 무척 복잡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실감하게 될 것이다.

• 성 감수성

: 양성평등 실현은 인권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 변화의

(gender-sensitive)

핵심적 요소이기에 인권교육 활동의 효과적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과 도구에는 양

고도로 준비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도 인권교육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 맞닥뜨리게 된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는 평가결과를 누구
의 공으로 돌리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변화가 우

11) 이런 특징은 개별교육과정 평가와는 관련성이 적지만 대규모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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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진다. 보고는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들로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무수히

인권교육 활동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도구를 제시

많다. 인권교육 환경(제1부, <자료 8a> 참조)을 고려해본다면, 인권교육 노력 평가의 복잡성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의) 개입과 무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있어
솔직해야”만 한다.

12)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자신의 사례와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이
부문의 지식 및 기술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제1부

제1부

인권교육의 다양성 역시 평가에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이 너무나

인권교육 평가는 계속 발전하는 부문으로 인권교육가로서 우리는 인권교육 평가를

도 다양한 사람들(예를 들어 경찰관, 여성, 이주노동자, 학생, 정부관리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예를 들어 교실, 거리, 교도소 등) 역시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이러한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최선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가 설계가 프로그램 설계, 교육 활동, 상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평가 모형

황 설계 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
동에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평가영역에서 교육자/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모형 또는 접근법은 수없
이 많으며 이들 각각은 나름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갖

평가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복잡성을 한층 더한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
또는 다른 유형의 인권교육 활동과 관련된 즉각적인 반응 및 학습(단기 성과 또는 결과)은 대부

고 있는 인권교육가는 인권교육 과정의 유의미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모형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분 질문지를 나눠주고 결과를 취합함으로써 그런대로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기 성과 및 장기적 효과를 측정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대부분의 교육가
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과제이다. 지속적인 접근법, 상이한 도구와 자원을 필요로 하
는 장기 데이터의 취합 과정에서 장해물이 나타난다.

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두 모형은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
(Newby)

외, 1996과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모형(Kirkpatrick 외, 2006)이다. 교육이나 훈련을

평가함에 있어 단 하나의 완벽한 방법이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개의
모형을 선정한 이유는 두 모형을 결합해서 사용할 때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변화 평가 역시 인권교육 평가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행동 및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과 집단의 변화를 어
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권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인권교육 부문에서 평가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평가의 종합적 이론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틀의 제시 외에도 이 두 모형을 결합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중요한 질문들을 고찰하게 된다.

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 인권교육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가?

•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왜 진행하고 있나? 우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 지침서에서는 인권교육 활동 평가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모형을 안내해주고

• 교육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평가 결과는 누가 보게 되나?

12) Germany, Deutsche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and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Learning to Live Together: Desig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education for life skills, citizenship,

• 어떤 유형의 평가를 수행해야 하나? 어떤 유형의 평가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

peace and human rights (Eschborn, Germa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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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으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계의 평가 활동을 비롯하여 평가 과정 역시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및 활동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융통성을 제공해준다는 것과 평가 설

의미한다. 평가를 교육 설계의 필수 요소로 고려하면 인권교육에 있어 평

계와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가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될 것이다.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이 대부분 조직의 개별적인 교육과

과 활동 설계의 보다 광범위한 맥락 내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면 커크패트릭은

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효과성 측정에도 도
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익히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과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모형을 제시해준다. 각
각의 모형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자료 12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
기획 단계에서의 평가
“교육욕구의 진단”

3.1 지속적 개선 순환 모형(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이러한 유형의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과
정이 개발되기 전에 수행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은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사례: 학습자 대표와 면담, 콘텐츠 전문가와
협의, 연구

적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 4단계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교육 평가 모
형이다. 이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이 인권교육 프로그램 평
가에 특히 유용하지만 개별 인권교육 단기과정에 있어서도 평가 지침으로 손쉽게 사
용될 수 있다.

<자료 1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의
4단계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주기의 핵심적 네 가지 단계와 일치한다. 각 평
가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정 순환 주기의 해당 단계에서 이루
어지는 결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속적 개선의 하나의 순환이 유지되는 것이

후속조치 단계 평가
“전이” 및 “영향” 평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개발 단계의 평가
“형성” 평가

이러한 평가는 이후의 단계에서 시행되어 전이가
이루어졌는지,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업무, 이들이
속한 조직 또는 집단,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공
동체/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평가 유형이라
고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또는 과정이 모습을 갖춰감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성평가
가 이루어진다. 이 평가는 교육프로그램 또는 과
정의 설계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사례: 학습자 포커스집단, 콘텐츠 전문가 및 자

사례: 학습자의 장기 피드백, 학습자가 수행하는

료제공자 등의 관찰과 피드백

활동에 대한 후속조치(학습자 실천 계획
등), 지역 간담회, 온라인 공동체

다. <자료 12>에서 알 수 있듯 평가의 각 단계는 해당 기획, 설계, 이행, 후속조치 등
이 장단기적으로 학습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은 평가의 각 단계, 평가와 교육설
계의 상호연관성 에 주목한다. 이 모형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평가를 기획하는 것이

프로그램 이행/진행 단계의 평가
교육 완료 후 “총괄” 평가
교육 과정이 종결된 후 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교육 완료 후 총괄평가를 수행하여 목표가 달성되
었는지,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본다.

사례: 최종 평가 질문지, 면담, 학습자, 진행자,
자료제공자들의 보고 청취

중요하다고 역설하는데, 부연 설명하자면 인권교육의 첫 단계를 설계할 때부터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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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이 평가과정을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순환 주기의 어떤 시점에 수집된 정보이든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에 기여한다. 순환적 프로그램의 경우, 교

<자료 14>에는 각 평가 단계별로 진행해볼 만한 질문과 함께 이 네 단
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육 종결 총괄평가와 전이 및 영향 평가는 필연적으로 다음번에 수행되는 형성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자료 14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형의 인권교육 과정 적용

Technology for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Prentice Hall), 1996).

커크패트릭
의 평가 단계

3.2 커크패트릭 4단계 모형(Kirkpatricl’s four-level model)
도널드 L. 커크패트릭(Donald L. Kirkpatrick)의 교육평가모형은 1959년에 개발되어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 개정되었으며 인권교육 부문을 비롯하여 교육 및 학습 평가에
13)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4단계 모형으로도 알려져 있는 커크패트
릭의 모형(<자료 14> 참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4단계의 학습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반응(Reaction)-학습자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생각과 느낌
• 학습(Learning)-교육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 습득 또는 역량 강화
• 행동/전이(Behaviour/transfer)-행동, 역량, 이행/적용에 있어서의 개선 정도 또는 범위
• 영향(Impacts) -학습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보다 큰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
14)

자료 13

단계가 진행될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

평가는 항상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시간과 예산이 허락한다면 2단계,
3단계, 4단계로 높여 나가야 한다. 바로 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 단계
평가의 기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는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
램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수단이 되지만 동시에 보다 엄격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13) Donald L. Kirkpatrick and James D. Kirkpatrick,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3th ed. (San Francisco,
Califonia Berrett-Koehler, 2006).
14) 커크패트릭은 “영향(result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지침서에서는 커크패트릭의 의도에 부합하면서도 그 의미를 더 명

제1단계:
반응

설명 및 질문

실용성 및 타당성

제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를 평가할 수 있다:

• 반응, 인상, 만족도에
관한 피드백을 얻기 쉽다.

• 교육

및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인상과 개인적
반응
• 내용 및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 인권교육

사건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의 즉각
적인 인식

• 학습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실망하지는 않았는지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 교육에서 배운 바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인권교육

과정 중의 활동 또는 토론의 결과로
인권 및 또는 인권교육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든지
학습자의 생각이나 인식이 바뀌 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느낌
• 강사 및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 교육의

물리적(logistic) 측면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다:
• 학습자가

교육을 즐거워했는가?
편안하게 받아들였는가?
• 교육이

학습자의 기대를 충족시켰는가?
교육 수준이 학습자에게 적절했는가?
• 참여적 접근법의 진가를 인정했는가?
• 교육이

학습자의 인권 활동과 관련이 있었는가?
교육에서 다뤄진 인권 내용, 기법, 가치, 태도가
관련이 있었는가?

• 일반적으로 피드백 취합
및 분석 비용이 낮다.

• 학습자가 교육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
을 지도 모르는 누군가와
소통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 학습자가 교육 기간 및
교육 종결 시에 자신이
학습한 바를 돌이켜보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이어지는
3단계로 이행할 때 우리의
이후의 평가 노력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이

실용적이었는가?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
또는 삶의 맥락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학습자가

이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가?
• 교육 장소, 숙박, 시설은 마음에 들었는가?

확하게 하기 위해 “영향(impacts)”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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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부

출처: Timothy J. Newby et al, “Evaluating the instructional process,” Instructional

커크패트릭
의 평가 단계
제2단계:
학습

실용성 및 타당성

커크 패트릭
의 평가 단계

제2단계에서는 인권교육 행사 또는 프로그램의 결과
학습자의 지식 및 기술이 향상되었거나 태도와 행동
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 1단계보다는 더\많은 고
민과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행이 어렵지는 않다.

제4단계:
효과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된다:

• 캠페인 설계하는 법처럼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보다
기술적인 교육일 때 더
쉽다.

• 교육을 설계할 때 의도했던 바를 학습자가
수학했는가?
• 교육이 의도했던 바를 학습자가 경험했는가?
• 교육 목표에 의거하여 볼 때 교육 후 학습자에게
서 나타난 진보 또는 긍정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 인권 원칙 및 가치에 부합
하는 태도 개발과 같은 보
다 복잡한 학습의 경우에는
다소 어렵다.

설명 및 질문

실용성 및 타당성

4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조직 또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영향 분석 및 후속조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의
효과-단계 평가는 프로그램 평가와 유사하다.
두 평가 모두 전체 학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된다:
• 조직 및/또는 공동체 활동 차원에서의 보다 폭넓
은 변화와 학습자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구성
할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이
공동체의 보다 광범위한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
가?

제3단계:
행동/전환

3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조직/집단에 돌아간
이후 자신이 학습한 바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측정
할 수 있다. 행동 또는 전환 학습은 성과 지표 확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된다:
•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 및 또는 생활로 복귀한
후 학습한 바를 실천했는가?
•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적용했는가?
• 학습자가 자신의 조직 또는 공동체의 일상 역할
로 돌아간 후 학습자의 행동에 어떠한 눈에 띄는,
측정가능한 변화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 이들의
인권 또는 인권교육 업무의 유형 및 질에 변화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는 지속적이었는가?
• 자신의 조직 또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
기술 또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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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의 변화 및 학습의 전
이(즉 학습한 바를 업무/일상에 적용,
실질적으로 다른 이들과 학습 공유)

를 측정하는 일은 정량화하
기가 보다 어려우며 처음부
터 잘 설계된 평가 체계를
요한다.
•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단계의 평가는 교육을
통한 학습의 이행 및 적용
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학습자의 업무
및/또는 공동체 환경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훌
륭한 반응(1단계)과 역량
개선(2단계)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개별 학습자 차원에서는 그
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전체에 걸
쳐서 볼 때는 훨씬 더 까다
롭다.
• 더 큰 틀의 공동체/사회 및
전 세계적 인권 상황의 외
부 요인이 조직 및 공동체
의 인권 및 인권교육 활동
수행 역량에 긍정적인 방식
으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
직의 행동과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또는 사회에서 이루
어지는 변화 사이의 연결고
리를 만드는 일이 훨씬 어
려워진다.
• 우리의 인권교육 활동과 더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긍
정적 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형은 인권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데에 간편하며 효과적인 방
법을 제시해준다. 개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더 큰 틀의 공동체까지 포함하여 확장되는
다양한 단계에 따른 성과 측정에 주목함으로써 커크패트릭의 모형은 인권교육이 지향
하는 바의 바로 그 본질(핵심)을 반영하는 평가과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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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부

설명 및 질문

Memo

제1부

제2부
인권교육 평가: 단계별 과정
여기에서는 단기 인권교육 과정의 평가 설계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한다. 단계별 과정을 택하여 각 단계별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를 통해 우리의 실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도입: 평가 설계-5단계 과정
제1단계: 변화 필요성 이해-교육욕구 진단
제2단계: 바람직한 변화 서술-기대성과 정의
제3단계: 효과성 증진-형성평가
제4단계: 일어난 변화 판단-교육 종결 후 총괄 평가
전이 및 영향 평가
제5단계: 성과 보고-평가 보고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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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료 15>는 5단계 평가 과정
설계법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각 단계의 개요가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전체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다.

자료 15

도입:
평가 설계-5단계 과정

교육 계획
과정

교육 계획 과정과 연계한 5단계 인권교육 평가 설계 과정
평가 설계 과정
제1단계:
필요한 “변화”
이해

• 인권 및 인권교육 상황이 우리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 진단 활동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한 부분으로 포함된 평가는 인권교육 프로젝트에서

• 학습자의 특성이 우리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잠재적 학습자 프로파일 개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총체를 반영해야만 한다. 이처럼 평가는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부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인권교육 활동 자체에 의해 영감

간극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 필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을 얻어야 하며 우리의 목표 달성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2부, 1장

지속적 개선 순환(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은 프로젝트의 매 단계마다 어떻

환

(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CCI)

모형이 체계적으로 사용된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모

형, 또는 그 일부가 적용된 적은 아마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한 예로, 교육 과정 설
계를 위해 동료 인권교육가 집단의 조언을 구했다거나 전문가를 면담한 적이 있다면,

교육욕구 진단을 통해 현재의 인권 또는 인권교육 상황과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보다 이상적인 상황 간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욕구 진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평가는 때로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서술되곤 한다. 어떤

게 평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에는 지속적 개선 순

행동: 교육욕구 진단 수행

계획 과정

제2단계:
바람직한 변화
서술

행동: 기대성과 정의
기대성과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개인, 조직/집단 및 공동체/사회 차원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대하는 교육 성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개발
• 이러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여겨지는 총체적 목적 결정

계획 단계에서 평가를 통합한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질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누군

•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법, 가치, 태도를 개괄
한 구체적 학습 목표 개발

가에게 질문지 검토를 부탁했었다거나 소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

• 성과 측정을 위한 교육 종결 후 총괄 평가 도구 개괄

을 시험해본 적이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평가를 포함시켰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평가 기법이다. 그렇긴 해도 인권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평

기대성과를 규정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내용과 관련 의사결정의
지침을 얻게 될 것이며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어떠한 학습이 이루
어졌는지, 기타 어떤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직 또는 공동체 차원의 보다 광범위한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화 여부를 살피기 위해 어떤 부분에 주목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표를 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과정의 설계 및 이행에는 몇 가지 기본 단계들이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 평가 과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2부, 2장

효과적인 평가의 단일한 양식 같은 것은 없다.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
공해주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우리가 속한 집단 또는 조직이 실제로 실행가능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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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 볼 때 평가는 아주 첫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인권교육 활

방법

교육 계획
과정

평가 설계 과정
제3단계:
효과성 증진

방법

교육 계획
과정

행동: 형성평가 수행
형성평가 수행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교육의 다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검토에 있어서도 주
제 관련 전문가, 동료 및 학습자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인도
형성평가를 통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 교육 기간이 적절한지(즉 교육 일수, 일별 교육 시간), 과정
하나로 끝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더 짧은 기간의 다수의
연속 교육 과정이 더 나은지 판단

개발 과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2부, 3장

4단계: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일어난 변화 판단

제5단계:
달성된 변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
자에게 성과를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 판단

방법
행동: 평가 보고서 준비
평가 보고서 준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보고서의 대상 독자 결정
• 파악한 독자에게 의미 있는 평가 정보를 포함한 명확하고
간결한 문서 작성

교육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고하며 학습한 교훈을 부각시켜주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주는 평가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학습자, 재정 지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평가 보고서에는 교육욕구 진단 및 형성평가 기록도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2부, 5장

행동: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및 전이평가, 영향평가 수행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반응, 학습, 행동 및 보다 단기 차원의 기대성과 또는 변화
에 관한 정보 취합(2단계와 일치)
• 취합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권교육으로 기대하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판단(2단계와 일치)

제1단계:
필요한 변화 이해-교육욕구 진단

(needs assessment)

전환 및 영향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행 및
사후관리

• 학습자의 조직, 집단, 공동체, 사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업무 환경으로의 학습 전이 등
중기 및 장기 기대성과 또는 변화에 관한 정보 취합
• 취합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권교육으로 기대하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판단(2단계와 일치)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및 전이평가와 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우
리의 교육을 개선할 방법에 대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교육 활동이 인권 증진 및 사회변화에 기여한
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2부, 4장

1.1 교육욕구 진단이란 무엇인가?
인권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대개 평가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자들이 교육욕구 진단이라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심지어 교
육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된 평가인 셈이다.

욕구 진단이란 크게 보아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

정 또는 권고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 또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
보 및 의견을 취합하는 체계적인 과정 이라 정의할 수 있다.

15)

15) Allison Rossett, Training Needs Assessment, Techniques in Training and Performance Development Seri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 1987)에서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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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필요에 더 잘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 방법, 수단 등을
적절하게 수정

이행 및
사후관리

평가 설계 과정

교육욕구 진단은 인권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의 결여가 기존의 문제 원인이 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 교육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이루어진다. 교육욕구가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든 또는 다른 사람

정확한 출처에서 해답 구하기
• 이해관계자, 학습자, 전문가, 동료
• 기존 자원, 교육, 문서 등

이 파악하여 여러분에게 교육을 요청하는 형태로 전달된 것이든, 이러한 교육욕구 진
단은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 설계와 관련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꼭 필요한 평가이다. 인권교육에서 교육욕구

평
가
방
법
론

취합된 데이터 분석 및 고찰, 적절한 결론 도출
• 성취해야 할 욕구 변화 파악

진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 취합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 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그림 확보(환경 진단)

평가를 통해 학습한 바에 의거하여 실천
• 학습 필요 구체화 및 전체적인 학습 목적 결정

• 잠재적 학습자 프로파일 개발

(학습자 특성)

• 인권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초점집단(focus group) 확보

• 학습자 또는 학습자의 인권 상황 또는 환경 관
련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

출처: Del Tufo, “What is evaluation”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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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문화 장려와 관련 학습자의 요구 또는 재량 차이 파악

• 다른 어떤 교육이 제공 또는 개발되었는지 알
아보기 위해 기존 자원 및 현지의 과거 인권교
육 프로그램 진단

인권 상황 및 잠재적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교육욕구를 판단하
고 전체적인 학습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욕구 진단은 또한 우리의 인권교
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내용, 방법, 기법 및 시간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도와줄 것이다. <자료 16>에는 몇 가지 사례와 함께 교육욕구 진
단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이어지는 과에서는 교육욕구 진단 수행에 수반되는 활동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2 목표설정: 왜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하나?
인권교육가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존 경험에 의거하여 학습자의
교육욕구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
리하여 교육욕구 진단이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우리의 추정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이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정이 단순한 우
리의 인식 이상의 근거에 기반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추정을 실증
해야 한다. 욕구 진단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교육 설계와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 필요

자료 16

교육욕구 진단의 본질

에 부응하도록 해줄 것이며 우리의 인권교육 활동에 신뢰성을 더해주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목적)

어떻게 할 것인가(수단): 예시

가장 단순화해서, 교육욕구 진단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인권교육에서 교육욕구 진단에는 다음과 같은 유
형의 정보-수집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인권교육 과정을 기획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제
공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일종의 욕구 진단을 항상 포함시켜야만 한다.

교육욕구 진단의 목적 정의

정확한 질문 파악 및 질문
• 교육의 내용에 관한 질문
• 학습자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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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론

• 인권 활동가로서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잠
재적 교육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면담

교육욕구 진단 과정은 그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시작한다. 다음은 이 과정에서 도움
이 되는 질문들이다.
• 이미 알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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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바는 무엇인가?

새로운 교육 대상 또는 교육 대상의 변화

• 교육욕구 진단을 왜 하는가?

예시

•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가?

다른 비정부기구 및 공동체 집단에게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

• 취합한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한 비정부기구가 있다. 최근 들어 현지 지자체는 법 집
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질문을 주의깊게 살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교육욕구 진단 목적을 명확하
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출발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여 인권교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과정 설계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법 집행
공무원이라는 학습자 프로파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육 기획 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재정적, 인적 자원
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상황 변화

<자료 17>에는 교육욕구 진단 수행을 통해 어떤 문제 또는 사안을 더 잘 이해하고

주변국의 소요 발생으로 인해 국경 지역에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 국경 공무원

인권교육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

들은 이 새로운 상황을 다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법에 의거한

는 상황의 사례가 나와 있다.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위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한 인권단체에서 이 지역에 교육 프로

생각해보고 각 상황에 따른 교육욕구 진단 목적을 파악하려고 해보라.

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이 단체는 교육 과정 설계 이전에 이 지역의 환
경을 진단하고 국경 지역의 새로운 상황과 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료 17

교육욕구 진단 수행 시기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교육 요청에 대한 응대
제1차 교육
예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 공동체 조직에서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교육에
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로 한다. 해당 공동체 조직
은 이 교육을 연례 행사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조직에서는 교사들을 대
상으로 갈등해결과 같은 다른 주제에 대한 교육은 한 적이 있지만 세계인권선
언 또는 인권교육에 관한 교육 과정은 한 번도 기획해본 적이 없다.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목적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예시
한 국제인권단체에서 소년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당 지역의 한 비정부기구에 접촉, 이 교육 과정
제공을 요청한다. 이 국제인권단체는 시청각 도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
한다.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비정부기구는 시청각 도구가 효과적일 것
이라는 재정 지원기구의 추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구체적 목
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이 교사들의 실제 필요 및 관심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46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2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단계별 과정┃ 47

제2부

제2부

예시

비효과적인 인권교육

1.3.1 상황에 관해: 환경 진단
이 지침서의 제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교육은 특정 국가 또는 공

예시
권리-기반 개발 접근법 활용에 대한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 성과를

동체의 현 인권 상황을 해결하여 인권 기준에 뿌리를 둔 바람직한 사회정치적 변화

내오지 못한다고 판단한 독립 컨설턴트가 있다. 재정 지원 측에서 더 효과적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수의 유망한 행동 중 하나이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교육욕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면서 여러분의 조직에 연락한다.

구 진단의 환경 진단 요소는 인권의 관점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맥락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학습자

을 진단하며 대개 다음과 같은 두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의 교육 필요를 확증할 수 있게 되어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개선을 이룰 수
있다.

• 상황분석. 여기에는 이 맥락의 다양한 요소들이 학습자가 인권 보호와 증
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이 포함된다.
• 과제 분석. 여기에는 학습자가 인권 보호와 증진에 가장 잘 기여하기 위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1.3 질문을

결정하고 해답을 구해보자: 인권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정보 수집

해 필요로 하는 인권 지식, 기술, 역량,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체 내
에서 학습자의 실제 업무 과제 또는 역할/책임 분석이 포함된다.

이제 교육욕구 진단 수행의 목적, 왜, 그리고 언제 교육욕구 진단
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이러한 유형의 평가 활동을 수
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차례이

다. 즉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이다. 다음의 1.3.1과 1.3.2에서는 교
육욕구 진단의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환경 진단(1.3.1)
• 학습자 프로파일(1.3.2)

더 나아가 해당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현 인권 상황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조직 또는
공동체 외부적 경향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인권 맥락 진단도 유용하다. 이러한 분석
은 학습자의 일 또는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 장려 및 보호에 기여하
는, 또는 제약하는 요소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볼 때 완전한 환경 진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은 매 교육 활동마다 이렇게 종합적인 분석을 매번 실시
하는 것인 언제나 필요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정보-수집 활동 각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질문 역시 제시되어 있다.
1.3.3과 1.3.4에서는 교육욕구 진단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 및 도구 출처에 대해
살펴본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환경 진단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학습자 특성과 더불어 교
육의 전체적인 목적 및 목표 도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권교육
의 평가, 설계, 이행과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자료 18>
은 인권교육을 설계할 때 환경 진단에 포함될 몇 가지 공통 요소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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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위해 학습자가 일하는, 또는 생활하는 조직 또는 공동체 맥락

2. 과제 분석
자료 18

효과적인 인권교육 환경 진단 개발

학습자의 조직 내에서 학습자의 실제 업무 또는 공동체 내에서 학습자
의 역할/책임에 대한 정보 수집

1. 상황분석
학습자의 조직 또는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조직/기구 출신 학습자의 경우, 과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인권 지식, 기술, 역량, 태도/행동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교육 과정의 잠재적 학습자가 공식 조직 또는 기구 또는 현지 공동체
출신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일하거나 생활
하는 맥락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과제 분석을 위한 질문

• 학습자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인권 지식, 기술, 태도/행동

상황 분석을 위한 질문

• 학습자의

조직 또는 공동체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소
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학습자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인권
지식, 기술, 역량, 태도/행동은 어떤 것인가?
• 학습자는

자신의 조직/기구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가?

가용 정보 출처

• 이러한 관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인권 가치, 태도/행동은 무엇인가?

조직/기구의 경우:
• 예를

들어서 임무 선언, 권한, 목적 및 목표, 전략계획, 연례 보고서, 정책
및 관행을 살펴보라.
• 조직의 상관/지도자/잠재적 학습자와 대화하라.

현지 공동체 출신 학습자의 경우, 과제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권 지식,
기술, 역량, 태도/행동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조직/기구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있는 사람, 즉 예를 들어서 이 조
직/기구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거나 교류해온 사람들과 협의하라.

과제 분석을 위한 질문

• 공동체

내에서 학습자의 역할 중 인권 지식, 기술, 태도/행동을 요하는 측면
공동체의 경우:
• 공동체

구성원 및 지도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사람들과 대화하라.
•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직접 관찰을 수행하라.

은 어떤 것인가?
• 학습자가

공동체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인권
지식, 기술, 역량, 태도/행동은 무엇인가?
• 학습자는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가?
• 이러한 관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인권 가치, 태도/행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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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환경 진단의 범위는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이용가능한 자원

가능한 정보 출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비정부기구 또는 특정 공동체

조직/기구의 경우:
• 학습자의 직무 설명서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라면 최소한 학습자의 업무 과제 또는 공동체

• 다른 조직/기구에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개인

내에서 학습자의 책임/역할은 물론 학습자가 속한 조직 또는 공동체 환경을 진단해야

• 대상 조직/기구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예를 들어서 OHCHR 전문 교육 시리즈)

만 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권 지식, 기술, 역량, 태도/

공동체의 경우:

행동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체 구성원/지도자 및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획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 국가 차원 및 국제 차원의 보다 광범위한 인
3. 보다 광범위한 인권 상황

권 맥락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관련성이 높은 교육을 제공할

• 이 국가의 주요 인권 사안/문제는 무엇인가?
• 이 국가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우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기회)

마지막으로 환경 진단의 일환으로 구체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여러분 조직

• 이 국가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제약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도전과제)

의 역량을 진단하고 동일한 대상 집단에게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는 다른 조직을 확인

• 현지의

여성 및 남성은 이러한 인권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해 어떻게 체

하며 참고할 만한 기존 자원(예를 들어 자료, 도구, 출판물, 매뉴얼)을 살펴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감하고 있는가? 차별받는 집단, 소외된 집단, 취약집단의 경우는 어떠한

활용은 물론 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3b. 국제 인권 환경 분석

1.3.2 학습자에 대해: 학습자 프로필

• 국제적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우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기회)
• 국제적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제약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도전과제)
• 국제적으로 여성 및 남성은 이러한 인권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차별받는 집단, 소외된 집단, 취약집단의 경우는 어떠
한가?

교육의 인권 맥락 또는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잠재적 학습
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교육에 참가할 만한 학습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입증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우리가 개발한 학습자 프로파일은 인권교육의 수준,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교육 기간, 순서, 자료는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내용과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등을

가능한 정보 출처

결정할 때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교육 과정의 평가 과정 및 도구를

• 국제 또는 지역 조직

에서 발행한 보고서

(예를 들어서 유엔, 국제사면위원회 등)

설계할 때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 국가인권기구, 정부기관, 비정부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
학습자의 기존 지식, 경험, 동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인구통계학적 정보 역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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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3a. 해당 국가의 인권 현황 분석

자 프로파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특성 및 기타 특성에 대한 정보 수
16)

• 방법론,

사례, 활동, 인쇄물 활자 크기 등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집은 우리가 2단계-기대성과 정의 로 나아가기 전에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그림을 그

있다.

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권교육가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습자의

- 특히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는 연령이 집단의 역동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핵심 특성들에 대해서는 <자료 20>에 나와 있다. 이런 정보를 모두 강구하고 취합한

될 수 있다.

다는 일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러한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은 간단한 질
문지나 신청서 양식을 통해서,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사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제4부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의 대상 집단의 일부 고령 학습자들이 해당 국가의 특별히 폭력적
인 역사적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교육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

강사 교육을 설계할 때에도 역시 강사 교육(Training-of-Trainers: TOT)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후에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교사들을 교육하게 될 비정부기구 대표

학습자 특성: 성별

단을 교육하고 있다면 이 비정부기구들이 가르치게 될 교사들의 맥락과 특성에 대해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서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양성평등 실현을 원한다면 중요하다.
• 활동 유형 선택, 교육 장소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성별은 종종 집단의 권력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 19

관련성(Relevance) 이란
사례:

학습자 분석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주제어는 관련성

이다. 인권교육의

(relevance)

기획자로서 여러분은 구체적 교육 상황 개발에 관련이 있는 특성들만을 고려

대상 집단이 남녀 혼성이라면 필요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남녀를 소집단으로 분리해서 토의하는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거나 분석해야만 한다.
학습자 특성: 언어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자료 20

학습자 프로파일 구축

학습자 특성: 연령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의 인생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

• 교육을

위한 공용어를 두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언어 능력의 수준을 맞
추는 것이 중요하다.
• 언어 지원이나 통역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한계를 파악하게 되면 교육의 조직 및 발표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16) Saul Carliner, “Chapter 3: The basic information needed to start a project”, Training Design Basics (Alexandria, Virginia,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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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교육대상의 교육 필요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

• 기존 지식 및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상 집단이 말하고 듣는 능력은 되지만 읽고 쓰는 능력은 부족한 학습자들로

• 전문적 배경은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 지니고 오는 자원이 된다.

구성되어 있거나 거의 문맹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글쓰기가 필요 없는 활동을

• 학습자의

생활의 실제 필요와 관련이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선택하고 시각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준다.

학습자 특성: 문화

사례: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대상 집단에 정부 및 시민사회 출신 학습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두 집단

• 서로

다른 문화적 시선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 사

사이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면, 협력의 장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설

례, 활동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는 집단의 역학관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학습자 특성: 교육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사례:
대상 집단이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 학습자의 기대수준 및 선호하는 학습 유형을 비롯하여 기존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염두에 두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

• 각 학습자의 교육 수준은 교육 기간 동안 이 집단의 자원이 된다.

불편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 적절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학습자 특성: 능력

사례: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대상 집단에 대학 졸업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

• 신체적

또는 정서적 능력에 있어서 학습자의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조

는 참여적인 인권교육 접근법보다는 보다 정규적인, 전문가-주도의 교육을 기

직 및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치를 조기에 파악해서 교육 기간 중에 일정 시간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 이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

사례: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집단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든 시각 자료는 크
게 만들고 말로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특성: 기존 인권/인권교육 지식, 기술, 태도 및 경험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학습자 특성: 직업/전문성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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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가

교육 과정 기간에 이 집단에 갖고 오게 될 자원에 대해 파악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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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배경 및 관련 상황들은 그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

• 학습자에게 맞는 출발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다. 전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는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의 성원

• 학습자의

생활의 실제 필요 및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수 있게 해준다.

사례:

의 구체적 사안 및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용한 정보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

대상 집단의 학습자 중에 일부는 국제 인권 문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요가 있다. 교육욕구 진단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유형의 평가를 위한 자원

사람들은 그러한 기존 지식이 없다면, 기본 소양이 더 있는 학습자들을 발표에

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교육욕구 진단에 사용할 수 있을 만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소개 활동을 수정할 수 있다.

한 데이터 출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사정해야 하는 이유
•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 이유를 파
악할 수 있다.
• 학습자의 기대수준과 목적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환경 진단을 위한 정보 출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국제 또는 지역 인권단체, 국가 정부, 독립적인 국가 기구, 비정부기구 등
이 발행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
• 다른 단체에서 발행한 유사한 주제에 관한 교육 자료
• 전문가, 재정 지원자, 기타 이해관계자
•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국내 다른 인권교육가

사례:

• 온라인 토론 포럼

대상 집단의 학습자 중에 상사가 참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나

• 우리 조직의 다른 스태프 및/또는 구성원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육 과정 초기에 학습자의 기대치와 자원을 확인

• 자신의 경험

함으로써 이를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출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대상 인구 집단 구성원들과 일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 학습자의 상관

1.3.3 정보 출처
교육욕구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가 이미 존재한다.
어떤 평가 유형이 되었든 올바른 출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
결과 및 결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와 지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 진단 및 학습자 프로파일의 출
처로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수집된 정보에 성별 고려를 담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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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다른 인권교육가
• 계획하고 있는 교육의 잠재적 학습자
• 기존 교육 과정 학습자
• 전문가, 재정 지원자, 기타 이해관계자
• 유사한 교육 과정의 평가 보고서
• 학습자에 대한 자신의 관찰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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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성: 동기

1.3.4 정보 수집 도구

평가 도구/과정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정보 수집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면담, 질문지, 기존 문서, 비공식적 대화 등이 있다. 이 지침서의 제4부에 위의 도구

학습자 대표와의
공식 면담

를 비롯한 여러 도구들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 중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정하
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교육욕구 진단 도구를 선정할 때 여러분의 정보 “출처”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협의하고자 하는 전

학습자 대표와의
비공식 면담

수집 가능한 자료 유형
• 특히 학습자의 기존 지식 및 경험, 학습 동기와 관련된 학습자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
• 인권 맥락 및 인권교육 맥락에 대한 정보
• 학습자의 기대치와 동기
• 학습자의 인권교육 맥락에 대한 정보
• 인권 및 인권교육 맥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집단 평가

학습자 및 전문가
와의 자문회의

• 학습자 프로파일 입증
• 교육욕구 확인

문가가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면 이메일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

집하고자 한다면 이 집단의 문맹 정도를 확인하여 문서 기반이 아니라 대안적인 평가

자원이 부족할 경우, 교육욕구사정 설문지를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다른 도구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수집은 시간적인 문제로 전체 교육 계획에 궁극적인 변화는 가져오기 어
려울 것이다.

도구를 활용하는 평가 과정을 기획할 수 있다.

• 학습자 특성에 대한 정보
교육 신청 양식

모든 종류의 데이터 수집 도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실현가능하면서도 평가에
충분한 근본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 인권교육 맥락에 대한 정보
사전 교육 과제
(pre-training

있다. <자료 21>에서는 교육욕구 진단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를 조합하는 효과적인 방

• 기존 지식 및 경험에 대한 정보

assignment)

• 학습자 특성에 대한 정보
• 기존 지식 및 경험에 대한 증거

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21

인권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도구

평가 도구/과정

질문지

수집 가능한 자료 유형

1.4 자료분석 및 교육욕구 판단
데이터 분석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원 데이터 조직화와 유용한 정

• 인권 및 인권교육 맥락에 대한 정보

보 추출이 포함된다. 데이터 분석에서 참고할 만한 공통 단계로는

• 학습자 특성에 대한 정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있다.

17)

• 학습자의 기존 지식 및 경험에 대한 정보
전문가 협의회

기존 문서자료 검토

• 잠재적 학습자의 인권교육 맥락 및 인권 현황 분석
• 특히 학습자의 기존 지식 및 경험, 동기와 관련된 학습자 특성에 대한 정보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 완성된 데이터 수집 양식(예를 들어 질문지, 면담 양식, 관찰표)을 점검하여 누락된 부분
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

• 기존 도구, 자료, 인권교육 과정의 내용적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인권 보고서는 맥락에 대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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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NICEF an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Demining, (IMAS Mine Risk Education: Best Practice
Guidebook 2 –Data Collection and Needs Assessment),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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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찬가지로 잠재적 학습자 집단,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

단하는 일

분의 인권교육에 가장 적절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질문 또는 답변에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여 코드화하기(<자료 43> 참조)

에 의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환경 진단 과정
에서 여러분이 다루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주제에 관한 교육을 다른 인권단체에서 착

•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표를 준비하여

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 단체에 연락해서 교육 과정에 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

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할 수도 있

작업은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제4부 컴퓨터 소프트

다. 혹은 학습자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집

.

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팁 참조)

• 어떤 경향 또는 유형을 파악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데이
터를 해석하여 실제 필요를 대변할 수 있는 결론 도출

인권 개념을 현실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무적 경험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 잠재적 학습자가 몸담고 있는 상
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 협약을 직접 적용해본 경험이 있는 자원인사를 초청하는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과정 중 이 단계에서는 매우 손쉽게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리 예단한 결론 또

교육욕구 진단을 위해 수집한 자료 중 일부는 이후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시에도 유

는 쟁점을 뒷받침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를 들어 학습자의 기존 지식 및 경험에 대해

입증해줄 수 있도록 어떠한 단계를 밟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

수집한 모든 정보는 기준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동일한

한 관련 출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정교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

질문을 학습자에게 던져서 처음에 받은 답변과 이때의 답변을 비교해볼 수 있다.

18)

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서 <자료 46> 참조).

욕구 진단에 있어서, 교육의 인권적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잠재적 학습자의 특성
에 대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숙고함으로써 맥락에 대한 설명 및 학습자의
프로파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분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설계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모든 유의미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집한 평가 데이터의 성별에 따른 분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성별 정보를 파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집단 지위
나 언어 능력과 같은 학습자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류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한 상황에 대한 기술 및 학습자 프로파일은 교육욕구 진단을 판단 또는
확증하고 전반적인 학습 목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보는 또한 여러

1.5 인권교육의 교육욕구 진단 수행의 도전과제
교육에 앞서 학습자에 대한 접근성 제약과 부실한 계획 수립으로 실제로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을 담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과제가 제기된다. 게다가
인권교육가들은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는 매우 복잡한 환경 및 부담스러운 학습자 조직 상황(예를 들어서 부실한 법 집행 기구 기능, 영향력이 부족
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정 마련의 어려움도 교육욕

한 비정부기구 및 국가인권기구(NHRI) 등)

구사정 수행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로,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요청은 종
종 교육 필요는 이미 파악된 상태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18) 기초선 자료(Baseline data)란 활동 시작 전에 수집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예를 들어 학습자)에 관한 최초 정
보를 말한다. 기준 데이터는 주로 면담, 관찰,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며 이후에 프로그램 변화를 판단하는 비교 척도로 활용
된다. 미국 법무부 사법 지원국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 측정 센터, “용어집.”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ojp.
usdoj.gov/BJA/evaluation/glossary/ (2010년 12월 16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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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당사자 대표와 함께 데이터 검증

단이 아동인권협약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은 상당히 갖추고 있지만 이 협약에 담긴

재정 확보는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성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종종 다른 단계에서의 평가 수
행 역량도 증진시켜줄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질문지에 답하게 한다

이러한 장해물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습자의

교육 요구에 대한 현재 정보를 얻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적 활동의 하나로 학습자와 함께 하는 협의 또는 기획 과정을 포함하

거나 면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교육욕구 진단 수행만으로도 인권교
육이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오고 인권 발전에 실효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
당히 높아진다.

는 방법
•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예를 들어 보고서, 전문

반면, 그 어떤 교육욕구 진단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등 달리 참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

있다. 우리의 교육적 개입이 실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구체적 청

아보는 방법

중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여 학습자들이 인권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거

의 단체 또는 기관에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

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자원의 낭비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자 및 해당 단체의 신뢰성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가능하다면

인권교육 활동 재정 지원 제안서에 욕구 진단을 꼭 필요한 활
동의 하나로 기술하는 방법
자료 22

대화를 통한 욕구 규명

이러한 유형의 평가를 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교육욕구 진단 수행에 투입되는 인
적 자원 및 재정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교육
욕구 진단 수행에 배정된 자원이 전혀 없을 때, 상당수 경우 예를 들어 사전교육 질문
지, 비공식 면담, 사전교육 과제에 몇 가지 기본 질문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4부에 인권 맥락 및 청중의 학습 필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간단한 도구들이 수록되어 있다.

“인권 프로그램의 욕구 진단은 외부(extra-territorial) 기구 및 이해관계에 의해 정의
되지 않는 한, 직관적인 경향이 있다. 욕구는 1) 잠재적 참가자 2) 일선 주체
및 조직가 3) 외부 인사(기부자, 전문 강사, 교육자) 간의 대화를 통해 가장 잘 규정될 수
있다. 너무도 종종 시간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 과정이 잘려나가거나 위
에 언급한 주체 중 한 집단, 또는 아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의 압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곤 한다. 이 세 집단 간의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얻을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 처음에는 추가적인 계획(Initiative)과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도 있지만, 학습

수 있는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출처: J Paul Martin, Self-Help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New York, 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1996).

자의 실제 필요에 맞추면서도 인권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인권교육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에 그만큼 보상이 된다.

잠재적 학습자, 전문가, 재정 지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시작 단계에서부터 견
고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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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교육욕구 진단
이 장에서는 교육욕구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핵심 개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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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욕구 진단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시켜 이들

교육욕구 진단이란 무엇인가?

한 학습자 특성 분석. 인구통계학적 정보, 직업, 교육 수준, 학습

계획 단계, 즉 인권교육 과정 개발 전 교육욕구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동기 등이 핵심 특성에 들어간다. 교육욕구 진단 수행 자원이 제

평가 유형을 말한다.

한되어 있을 경우, 대개 사전 교육 질문지, 비공식 면담, 사전 교육 과제
에 몇 가지 기본 질문을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 교육욕구 진단을 해야 하는가?
교육욕구 진단은 인권교육가들이 현재의 인권 및 인권교육 상황과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보다 이상적인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이러한 간격을 이해함으로써 인권교육가들은 학습자의 교육 필

결과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교육 필요를 판단하고 전반적인
교육 목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 전에 수집한 정보는 교육의 틀을 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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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1.7 교육욕구 진단의 예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육욕구 진단 수행 과정은 다른 유형의 평가와 동일하다.
• 목적 규정
• 교육 상황 및 학습자에 대한 적합한 질문 파악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출처에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권고안 마련
• 정보에

의거한 실천. 여기에는 학습 필요 구체화 및 교육 과정 또는 프로
그램의 전체적인 학습 목표 파악이 포함된다.

상황
국가 인권 계획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는 부처 업무에 인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

of Social Affairs: MOSA)

회보장부는 부처 선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관리가 인권교육에 폭넓은 경험을 갖추
고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인 권리의 길(Rights Way)에 연락해 부처의 고위 관리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리의 길(Rights Way) 측은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욕구 진단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정보수집 활동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와 함께 이 교육을 맡기로 동의했다.

은 다음과 같다.
• 환경진단-인권교육이 진행될 상황 분석. 여기에는 학습자가 속한 조직 또

교육욕구 진단

는 공동체 맥락에 대한 정보 및 학습자의 조직 또는 공동체에서 학습자의
실제 업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 차원 및 국제
차원에서의 정치 상황 및 현 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도 포함될 수 있다.
• 학습자 프로파일-교육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정확한 상을 그리고 이에
따라 충분한 정보에 의거해서 교육 설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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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통합하는 바와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필요는 물론 이들의 업무 환경에
┃제2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단계별 과정┃ 67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 학습자 프로파일
<자료 20>에 나와 있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학

2. 적합한 질문 파악 및 적합한 출처에서 답변 구하기
교육욕구사정에서 다뤄야만 하는 핵심 질문 몇 가지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습자에 대해서 취합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들로는 다음과 같다.
• 자국의 국가인권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 국가인권계획 이행과 관련, 자기 부서의 구체적인 정책 요건에 대한 인지 수준
• 인권 부문, 특히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맥락에서의 인권 부문 관련 지식 및

(a) 환경진단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전문성 정도

프로그램 수혜자의 현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여성과 남성의 상황이 유사한

학습자 프로파일을 위한 출처 및 도구

가? 특별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는 수혜자 집단이 있는가?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권
리의 길(Rights Way)의 인권교육가들은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

에 참여할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부서/기구는 어디인가?

•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 개발. 질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

• 국가인권계획에 의거한 인권의 업무 통합과 관련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육에 참여할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여러 부서 내의 고위

의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Social Affairs: MOSA)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교육을 수
행하는 다른 단체가 있는가?
• 사회보장

업무에 인권을 통합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교육 자료가 이미 존재

관리들에게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 자신의 상사 두세 명에게 질문지를 배
포하도록 요청했다.
• 교육에 참여할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직원(여성과 남성 모두)과 소
규모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하는가?
환경진단을 위한 출처 및 도구

3. 데이터 분석 및 교육욕구 판단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조직 구조 및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

교육욕구 진단을 통해 권리의 길(RIGHTS WAY)은 복잡한 사회문제관련 부처

집하기 위해 권리의 길(Rights Way)에서 교육을 개발하고 전할 인권교육가들은 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음과 같이 움직였다.

에 대한 정확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욕구 진단으로 잠재적 학습자의

• 대면 면담 준비 차원에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교육을 위
한 주요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일련의 질문 발송

의 조직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잠재적 학습자

다수에게 인권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한편, 인권에 대한 이들
의 지식을 진작시키고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사회복지 정

• 교육에 참가할 다양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부서에서 여

책 및 프로그램에 어떻게 인권 기반 접근법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춰서 선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면담 자리를 마

야 할 필요가 드러났다. 이제 권리의 길(RIGHTS WAY)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성

련, 면담 실시

과를 확인하고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목적 및 세부 학습 목표를 개발하는 다음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직원에게서 제공받은 자료검토

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 교육 상황 및 내용과 관련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자체 직원들과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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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조직 구조는 어떠한가? 인권교육

제2단계:
바람직한 변화 설명-기대성과 규정

인권교육 활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잘 형상화한 유용한 이
미지로 “물결 효과(splash and ripple)” 이미지가 있다. 이 지침서의 제1부에서
19)

인권교육을 “개인에서 시작하여 전체 공동체를 포괄하여 뻗어나가는 역량 강화 과정”
이라 규정했던 점을 돌이켜볼 때 이 “물결 효과” 이미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러한

바람직한 성과 규정이 이 평가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이다.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하

변화의 개념을 매우 잘 포착하고 있다.

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성과 측면에서 실제로 바람직한 변화란 어
떤 것일지,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행적
”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성과에 대해서 명확한

(backwards)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함으로써 교육을 설계할

람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은 일부러 연못
에 돌을 떨어뜨려 물의 튕김과 이어지는 잔물결을 만
들어낸다. 인권교육 과정에 이 비유를 적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이 장에서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인권교육 환경의 성과 탐색으로 시작하여 이
어서 대부분의 국제 후원자 및 다자 조직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
도록 인권교육 부문에서 일하는 단체들에게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과-기반 관리
(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 및 논리 모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한다.

※ 그림 출처: 계획: 망, 물결 효과: 기대성과
계획 및 관리

• 사람: 인권교육 과정 조직자
• 돌: 인권교육 과정
• 튕김: 인권교육 과정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단기 반응 및 학습)
• 잔물결: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환경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지식,

바람직한 성과를 명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인권교육 과정의 분명한 목적과
현실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
지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기술, 가치, 태도, 실제 사회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잔
물결 지대이다(중기 성과).
• 연못가의 물결: 보다 광범위한 사회 환경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 연못가에서 관측된 변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연못에 떨어뜨린 돌멩이(즉 우리의 인권교육 과정) 외에도 사회변

2.1 인권교육의 기대성과 규정
기대성과란 어떤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외적 효과이다. 이는 인권교육 과정에서 달

화를 표상하는 연못가의 물결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음을 항상 명심
해야 한다.

성된 목적 및 세부목표를 보여주는 확인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다. 제1부
1.2에서 살펴보았듯, 인권교육 활동의 기대성과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성과로 측

인권교육가들은 초기 인권교육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통제권을 갖는다. 즉 연못물이

정되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변화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가들은 인권

튕기는 시점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면서부터 통제력은 줄어든다. 이는

교육이 기여한 긍정적인 변화 또는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잔물결이 밖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이 물결이 취하게 되는 경로는 연못의 다른 방해요소
19) PLAN: NET, Splash and Ripple: Planning and Managing for Results, (Canada, Calgary), PLAN:NET, 200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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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방향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미지에는 돌멩이를 들고 연못가에 서 있는 사

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처음 물이 튀는 순간 이후의 인과관계는 점점 더 연관짓기
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인권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측정할 때, 보다 광범

한, 또는 측정 가능한 변화로 정의된다.

22)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는 또한 프로젝트 활동 또는 접

위한 공동체/사회 차원의 변화의 원인을 어떤 특정 개입 또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

근법이 기대 성과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을 가함으로써 오로지

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권 증진 및 사회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

활동에만 기반한 관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2.2 성과중심 관리 접근법(the Results-Based Management Approach)

2.2.1 논리 모형(Logic Model)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이들의 인권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 내에서 논리 모형(또는 “성과 사슬”

23)

, 로그 프레

임(log frame) 또는 논리적 체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절차에 따라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을 자신들의 프로그램 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는 프로젝

획, 시행, 모니터링, 보고 시에 활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성과중심적 관리 접근법에

트의 모니터링, 평가, 관리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대개 논리 모형은 프로젝트의 핵심

대한 전면적 분석은 본 지침서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명확, 간결, 논리적,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

management: RBM)

접근법 및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가 인권교육가로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

은 어떤 프로젝트의 비전 소통, 이를 위한 기획, 그리고

그래프나 표의 형태를 갖는다.

는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는 전략, 사람, 자원, 과정, 수치(measurements)를 통

논리 모형은 표준화된 포맷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합하여 의사결정,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꾀하는 관리 철학이자 접근법이다. 개발 프로

•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

젝트에 적용될 때,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는 기획, 시행, 학습, 보고에

• 목적 및 프로젝트의 기대 성과 달성을 위해 해야할 활동

있어서의 개발 성과에 주목한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는 어떤 프로젝

• 필요한 자원(투입)

트 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조기에 명확히 함으로써 기대 성과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 프로젝트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된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달성하고자 하는

• 프로젝트의 경과 및 궁극적 성공 여부를 측정 및 검증하는 방법

24)

기대성과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어떤 활동 및 자원이
필요한지를 되짚어보게 된다. 각 단계별 성과는 총합되어 더 높은 다음 단계의 성과

논리 모형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 및 그 맥락을 요약하여 보여줌으로써 투입,

를 창출한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 내에서 성과는 특정 목적을

활동, 기대성과(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결과, 중간 결과, 영향으로 설명되는) 간의 연관관계 또는 논리적 관계를 시각

충족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며 인과관계에 의해 도출된 설명 가능

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자료 23>에 논리 모형의 예시와 관련 용어 설명이 나와 있다.

21)

20) 성과중심 관리방식에 관한 자료는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활용이 필요한 국제기구 및 단체를

25)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용한 자료 중의 하나로 캐나다 국제개발국(the Canadian International

22) Results-based management tools at CIDA

Development Agency, CIDA)이 2009년에 개발한 “CIDA 성과-기반 관리 도구: 지도법(Results-based management tools

23) Ibid.

at CIDA: how-to-guide) 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NAT-92213444-N2H (2010년 12월 16일

24) Bond, “Logical framework analysis” Guidance notes No. 4, 2003.

현재)

25) “Logical framework approach” Managing Marine Protected Areas: A Toolkit for the Western Indian Ocean, (Nairobi,

21) Canadian Foodgrains Bank, “Logical framework analysis”, Infoshee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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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획(Initiative)에 재정을 지원하는 국제 후원자 및 다자 단체에 의해, 또는 내부의 규

논리 모형은 최종 성과와 활동들을 연결한 논리적 성과 사슬을 제시하고 이러한 성과 달성
을 위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단계를 밝힌 일종의 로드맵의 역할을 한다. 앞에서 논한 “물결

여기에서는 하나의 계획(Initiative)에 대한 투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변화,
즉 성과에 관한 것이다

효과” 이미지도 성과 사슬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활용되는 사례이다.

26)

인권교육 프로젝트 기획에 있어서 논리 모형은 우리가 인권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기
대하는 인권 가치 및 원칙에 따라 성과 또는 변화를 분명히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관련 용어가 기관별로

결과

이 활동에서 기인하는 직접적인
산출물 또는 서비스(예를 들어 실제
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산출된 교육 자료)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용어들 역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즉 개별적, 조직/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그리고 시간

영향(보다 광범위
한 공동체/사회의 지
속적 변화)

하나의 계획(Initiative)에 합리적
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화이며 하나 이상의
중간 성과의 결과이다. 이는 수
혜자 및 수혜자의 보다 광범위
한 공동체/사회의 상태 또는 조
건의 지속적인 변화의 형태를
취한다(예를 들어 커크패트릭의 4단계-영향).

의 경과에 따라(즉 단기, 중기, 장기) 기대성과를 바라본다는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

자료 23

논리 모형(성과 사슬)

여기에서는 하나의 계획(Initiative)에 대한 투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룬다

논리 모형은 프로젝트 스태프, 후원자, 수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여기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변화, 즉 성과에
관한 것이다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요를 제시해준다. 프로젝트 환경
이 변화함에 따라 논리 모형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로그 프레임(log frame) 도형 개발

투입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내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재정, 인적 자원 및 자료와 정보
자원

즉각적인 성과
(학습자의 변화)

이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변화. 대부분 단기 차원이며 수
혜자에게서 나타나는 기능, 인
식, 접근성 또는 역량 상의 변화
를 말한다(예를 들어 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성과-커크패트
릭의 1단계-반응 및 2단계-학습).

사례를 보려면 제4부, 1.2를 참조하라.

점점 더 그 범주가 넓어지는(즉 개인, 조직/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세 단계의 변화는 제1부,
1.2에서 논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인권교육 활동을 통해 지향하는 단기, 중기, 장
기 변화 또는 결과 유형을 밝힐 수 있다.

활동

이를 취하거나 수행함으로써 투
입이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사
용되는 조치 또는 업무(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 기획, 설계)

중간 성과(학습
자의 조직/즉각적인
환경의 변화)

하나 이상의 즉각적인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발생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기대되는 변화. 대
개 중간 차원이지만 단기 차원
일 수도 있다. 수혜자들의 행동
또는 관행의 변화를 구성한다(예

인권교육이 달성하고자 지향하는 변화 유형의 사례는 <자료 24>에 열거되어 있다.
인권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잘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학습자의 조직/즉각적인 환경에 미
치는 성과-커크패트릭의 3단계-전이/행동).

26) Canadian Foodgrains Bank, “Logical frame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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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DA, “Results-based management tools at CIDA: how-to-guide”

단기적인, 또는 보다 장기적인 공동체 차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료 24

인권교육 활동과 연계된 결과 유형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

단계

인권교육 활동과 연계된 변화 또는 결과 유형
• 인식
• 의향 또는 동기

개인

• 지식

지만, 인권교육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바로 기대 성과 판
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미리 고
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기능
• 태도, 행동의 변화
• 정보 접근권

• 권력관계(이해관계와 영향)
조직/집단

• 참여 수준
• 가족관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대 성과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는 교육 과정이 성
공적으로 진행된 이후의 어느 시점을 상상해보고 이 미래의 시점이 어떠한 모습인지

• 구체적 권리 존중 및 이행: 차별금지, 자유, 안보, 교육, 보건, 주택 등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이 포함된다. 어떤 상황이 변화했는가? 기대성과를 작성

• 인권침해 보고 건수의 변화

하는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완성해보자. 이 교육 과정의 결과

• 인권 원칙이 반영된 법, 정책, 절차

로 우리는 .....을 본다. <자료 25>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다.

• 정부 서비스
• 인권침해 보고 건수
보다 광범위한
• 시민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부와의 협력
공동체/사회
•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 인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개념 및 관행(예를 들어 변화하는 성별 역할)의
변화

자료 25

활동, 기대성과, 목표의 관계

활동

성적 감수성에 관
한 경찰관 교육

기대성과

이 교육 과정의 결과 우리는 .....을 본다.

목표

•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성 감수
성 정책을 통합하고 실천한다.

이 교육 과정의 목표는 경찰관이
성 감수성의 업무 통합 실천 역량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 인권교육가들이 참여지향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설계한다.

이 교육 과정의 목표는 참여지향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 설계하는 인권교육가
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개인 차원의 변화는 단기, 중기 및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 개인의 태도 변화는 그 사람이 인권 사안 또는 문제
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는 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인식 및 변화의 동기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마

인권교육을 위한
방법론 교육

찬가지로 공동체 차원의 변화도 중기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즉각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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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및 자원 접근권

2.3 인권교육 기대 성과 규정부터 목표 설정까지

기대 성과를 정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출발점과 종결점 사이에는 일종의 연관, 즉 기대성과가 실제로 달성될 가능성을 상당
히 높여주는 비전의 연계가 있는 것이다.

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다음과 같은 답들
이 나오게 될 것이다.
• 교육대상의 특성 파악
• 세부 목표 작성

다음 단계는 이러한 목표에서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다. 교육 과정의 학습 세부 목표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활성화 기술(역동적 집단 유지)
• 갈등해결 기술
• 참여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 개발

2.4 세부 목표 개발 및 작성

세부 목표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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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설계 과정의 필수적 요소 중의 하나인 세부 목표 개발 역시 교육 평가 설계와

일단 필요한 과제, 지식, 기술, 태도가 파악되었다면, 이러한 핵심 영역을 반영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대성
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따라 대략적인 이정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 이정표
또는 학습 세부 목표는 기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기간 학습자가 당면하게 될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차원의 핵심 내용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이 세부 목표들
은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는 성과를 포착하는 데에 초점을 둔 평가와 결부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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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라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덜 중
요한지를 구별하는 것도 포함된다.
“알아두면 좋다”거나 “흥미롭다”고는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 일들
이 있을 수 있다. “죽은 나뭇가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여분의 내용을 포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의 이면에 자리잡은 핵심 질문이 바로 “학습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인 것이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둔 채, 인권교육가들은 기대 성과를 달
성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무엇을 알거나, 행하거나, 또는 경험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기대 목표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식, 기
능, 태도를 인권교육 과정에 맞춰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함해도 무해하게 여겨질 지도 모르지만, 때로 이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핵심 학습 과제에서 신경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다른 내용에 집중해야 할 시
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출처: P.L. Smith and T.J. Ragan, Instructional Design , 2nd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위의 두 번째 사례에서 살펴본 교육 과정에 명시된 목표를 상기해보자.

참여지향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 설계하는 인권교육가
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

2.4.1 목표작성(Writing Objectives)
세부 목표 개발에는 학습자가 기대성과를 달성하도록 해줄 가능성이 높은 지식, 기

위와 같은 총체적 목표에 비추어 교육을 설계하는 인권교육가로서 “학습자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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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또는 태도 영역을 파악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세부 목표는 학습자가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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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낼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그 성과를 해석하

효과적인 학습 세부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 누가 변화할 것인가 → 학습자 교육대상
• 무엇을 바꿀 것인가 →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

세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다. 참여지향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인권

• 언제 바뀔 것인가 →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예를 들어 교육 과정이 종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침이 되어 주는 원칙으로 학습자 중심적인 세부 목표, 그
리고 구체적인 최종 결과를 지속적으로 염두에 둔 세부 목표 작성에 집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학습 세부 목표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도움말이 궁금하다면 <자료 27>을

료될 때, 6개월 후)

•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 예상되는 변화 유형 또는 변화 수준
출처: “Effective use of performance objectives for learning and assessment”, Teacher and

참조하라.

Educ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New Mexico School of Medicine, 2005: and
J.F. McKenzie and J.L. Smeltzer,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 Primer, 3rd ed. (Boston,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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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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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에 관한 요령

학습 목표란 교육 이후에 학습자가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

목표에 따른 학습 세부 목표 작성의 간단한 양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결과물이다.
목표는 분명하고 간결하며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해야 하며 파악된 욕구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 작성시 불필요한 단어 및 전문용어를 피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목적

이 교육 과정의 목표는 참여지향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
설계하는 인권교육가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적는 것은 효과적인 목표 작성이 아니다.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자는 전 세계적인 사회변화에서 인권 가치와 원칙

학습 목표

의 역할에 대해 심오한 인식과 심층적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교육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인 세부 목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자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
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는 교육 기간 강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세부 목표를 잘못 적용하여 학
생/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예를 들어 “이 과정이 끝나면, ....을 할 수

27)

• 기본 교육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상 집단을 위한 효과적인 인
권교육을 기획 및 개발할 수 있다.
• 자신의 인권교육 과정을 위한 평가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 참여지향적 접근법에 부합하는 여러 활성화 기술을 시연할 수 있다.
• 자신의 인권교육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후속 활동을 파
악할 수 있다.

를 적는 것이 아니라 교사/발표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예를 들어 “오늘 아침의

있게 될 것이다”)

를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계획은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27) 여기에 기술된 학습 세부 목표는 학습 주요 세부 목표의 한 사례이다. 각각의 세부 목표는 핵심 세부 목표를 지원하는 일련
의 하위 세부 목표들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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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 세부 목표는 모두 교육 과정이 종결될 때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
는지, 또는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단어 사용은 지양한다.
• 알다-생각한다-친숙하다-인지한다-이해한다

각 목표 내에는 활용한다, 개발한다, 시연한다, 확인한다 등 행동을 지시하는 동사
가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동사는 학습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그리고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유용한 행동
동사를 비롯한 일련의 지침이 <자료 28>에 나와 있다.

목표 작성 지침

세부 목표 작성을 쉽게 하려면, 먼저 어떤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
는지를 분명히 하라.

지식: 새로운 지식, 정보, 사실을 학습하는 것에 관한 세부 목표라면 다음과 같
은 동사를 사용하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인용하다
cite

연상하다
associate

응용하다
apply

분석하다
analyse

정리하다
arrange

감정하다
appraise

계산하다
count

분류하다
classify

계산하다
calculate

평가하다
appraise

조합하다
assemble

사정하다
assess

규정하다
define

비교하다
compare

완료하다
complete

대조하다
contrast

모으다
collect

선택하다
choose

끌다
draw

계산하다
compute

보여주다
demonstrate

비난하다
criticize

구성하다
compose

비난하다
critique

확인하다
identify

대조하다
contrast

극화하다
dramatize

논쟁하다
debate

세우다
construct

결정하다
determine

지적하다
indicate

묘사하다
describe

고용하다
employ

간파하다
detect

창조하다
create

판정하다
estimate

열거하다
list

구별짓다
differentiate

시험하다
examine

자료하다
diagram

고안하다
design

평가하다
evaluate

명명하다
name

토론하다
discuss

보여주다
illustrate

식별하다
differentiate

검출하다
detect

재판하다
judge

강조하다
point

구분하다
distinguish

해명하다
interpret

구분하다
distinguish

처방하다
formulate

측정하다
measure

읽다
read

설명하다
explain

찾아내다
locate

실험하다
experiment

일반화하다
generalize

정렬하다
rank

암송하다
recite

판단하다
estimate

조작하다
operate

의미하다
infer

통합하다
integrate

어림잡다
rate

• 열거한다-설명한다-명명한다-말한다-묘사한다-파악한다

기술: 새로운 기술 학습에 관한 세부 목표라면 다음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라.
• 적용한다-결정한다-이행한다-비교한다-개발한다-계획한다-구성한
다-시연한다-선정한다-창조한다-점검한다-해결한다

태도: 태도 변화에 관한 세부 목표는 가르치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학습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
과 같이 행동과 태도를 연관짓는 표현을 사용하라.
• 자신의 집단 구성원의 이름을 익히고 그들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이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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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동사의 더 많은 사례들

지식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인식하다
recognize

검사하다
examine

명령하다
order

검사하다
inspect

관리하다
manage

추천하다
recommend

관련있다
relate

표현하다
express

예견하다
predict

목록화하다
inventory

조직하다
organize

교정하다
revise

반복하다
repeat

예상하다
interpret

연습하다
practise

묻다
question

계획하다
plan

기록하다
score

선별하다
select

알아채다
locate

연관짓다
relate

분리하다
separate

준비하다
prepare

선별하다
select

진술하다
state

예측하다
predict

전하다
report

요약하다
summarize

생산하다
produce

시험하다
test

도표화하다
tabulate

보고하다
report

고쳐말하다
restate

말하다
tell

진술하다
restate

검토하다
review

조사하다
trace

검토하다
review

예정하다
schedule

쓰다
write

통역하다
translate

그리다
sketch

제안하다
propose

2.4.2 목표 작성시 도전과제
인권교육 목표 작성에 있어서 종종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 또는 가치
의 전달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습 세부 목표를 낳을 수 있다.

교육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주민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런 종류의 세부 목표는 학습자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며 평가자가 평가하기에도
매우 곤란한 방식으로 작성되게 마련이다. “이해한다”와 같은 단어는 지양하는 편이 좋
다. 대신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위의 세부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며 관측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교육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선주민의 권리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지적하다
solve

개발한다

세부 목표 작성에 있어서 마주치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제는 현실에서는 명확한 세부

통역하다
translate

목표가 적절한 내용 개발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더 나아가 관측 가능한 결과로 직

사용하다
use

다뤄가면서, 또는 대상 집단과 더 친밀해짐에 따라 학습 세부 목표를 재규정, 재작성

활용하다
utilize

접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때로는 교육자가 내용을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인권교육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이다.

28)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대성과를 규정하는 평가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인권교
출처: A.B. Rosof, “Stating objectives” i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 Primer, A.B. Rosof

육 설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권교육에서 의도하는 성과를 개발 및 구체화하는 작

and W.C. Felch, eds.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1992).
28) 세부 목표 작성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로 Training of Trainers: Designing and Delivering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Training Manual) (Montreal, Equita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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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업을 포함한다. 교육 과정 개발에 착수하기도 전에 최종 성과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와 논리 모형은 인권교육 프

이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로젝트를 구상하고 투입, 활동, 성과 간의 연관 또는 논리적 관계를

, 논리 모형과 같은 접근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그

management: RBM)

예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려내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목적과 세부 목표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가 개발하는
인권교육이 바람직한 결과 달성을 확실하게 지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2.6 기대성과 수립 및 세부 목표 개발 예시
2.5 요약: 기대성과 규정 및 목표 개발
이 장에서는 인권교육 과정의 기대성과 규정과 교육의 목적 및 학습 세부 목표 개

국가 인권 계획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는 부처 업무에 인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는 부처 선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

MOSA)

인권교육의 기대성과란 무엇인가?

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기대성과란 어떤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외부적 효과를 말한다. 이는 인권교

의 관리가 인권교육에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인 권리의 길
에 연락해 부처의 고위 관리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 이행할 것

육 과정의 목적 및 세부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인 가능하며 측정 가

(Rights Way)

능한 지표 또는 표시이다. 인권교육의 기대성과는 인권 가치 및 원칙에 부합하

을 요청했다. 권리의 길(Rights Way) 측은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는 사회변화에 관한 것이다.

와 함께 이 교육을 맡기로 동의하고 먼저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하였다. 교육욕
구 진단의 결론에 의거하여 권리의 길(Rights Way)은 교육 과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

왜?

로 보이는 기대성과를 규정하고 교육 과정의 목적과 학습 세부 목표를 개발했다.

바람직한 성과를 분명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인권교육 과정의 명확한 목적과

권리의 길(Rights Way)은 다음으로 교육 자료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교육 담당 부처

현실적인 세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른 후 바람직한 변화가 발생

관리와 함께 그 목적 및 학습 세부 목표를 실증하게 될 것이다.

하였음을 확인할 때에 필요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1. 기대성과
어떻게?
기대성과를 규정하는 일에는 성공적인 교육 과정 이후의 어느 시점을 상상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가 자신의 담당 관리 업
무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법 통합의 가치를 인지한다.

해보는 것과 이 미래 시점에 우리의 인권교육과 연관지어서 보고자 하는 인권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가 자신의 업무에서 필

가치 및 원칙에 맞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포함된다. 기대성과는 범

요-기반 프로그램 설계를 권리-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파

위 면에 있어서(즉 개인, 조직/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그리고 시간 면에 있어서(즉 단기, 중기,

악한다.

장기)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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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뤄진 핵심 개념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

있는 교육 및 참조 매뉴얼을 개발한다.

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형성평가는 인권교육가가 자신이 선택한 활동이 특정 학습자 집단에

2. 목적

게서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0)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직원의 권리-기반 접근법 사회보장
업무 통합 역량 구축

형성평가는 보통 수차례의 리뷰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학습
자, 내용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교육의 적절성 및 잠재적 효율성과 관련된 중
대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핵심 출처가 된다. 형성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교육자

3. 학습 목표

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며 수정 및 개

워크숍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 국제, 지역, 국가 차원의 인권 개념, 기준, 메커니즘과 관련 사회보장 업무를 분석할
<자료 29>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형성평가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지는

• 권리-기반 접근법을 어떻게 사회보장 업무에 통합할 수 있을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다.

과에서는 형성평가 수행에 수반되는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리뷰의 유형,
언제 어떻게 리뷰를 시행할 것인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부처 업무에 권리-기반 접근법을 통합하는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료 29

제3단계:
효과성 증진-형성평가

형성평가의 본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사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형성평가는 다섯 단계로 나
눠볼 수 있다:

인권교육의 형성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
보-수집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형성평가의 목적 규정

3.1 형성평가란 무엇인가?
형성평가는 평가 과정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을 개발 중인 단계에서 또
는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련의 평가 활동을 말한다. 형성평가는 교육이 “형성
중”인 동안 교육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때로 개선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시범 교육
29)

과정을 운영하거나 사전 테스트 해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형성평가가 포함된다.
형성평가는 인권교육가가 자신들이 설계한 인권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계획한 방

정확한 질문 판단 및 묻기
• 학습자에 대한 교육의 적합성 관련
• 교육 설계의 매력(appeal)과 유효성 관련
평
• 기대성과 달성 가능성 관련
가
방
법
론
적합한 출처에서 해답 구하기
• 학습자, 전문가, 동료, 기타 이해관계자

• 중점집단 구성: 예를 들어 준비한 매뉴얼의 접
근가능성을 판단해줄 수 있는 잠재적 학습자
의 중점집단 구성

• 전문가 자문: 교육의 범주가 적절한지 등을 알
아보기 위한 내용 전문가 또는 기타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

법, 기법,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 전략 또는 접근법, 학습 세부 목표가 실제로 이
29) Carliner, Training Design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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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 이해당사자, 전문가, 자원인사와의 관계 유지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고찰을 통한 적절한
결론 도출
• 교육이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평
가
방
법
론

• 시범 시행: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 과정의 신규 활동 시
범 시행

• 학습자 시각 포용 보장
• 새로운 현실(교육욕구 진단 이래로 진화한 인권교육 맥락 등)에 적응
•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성 제고

평가를 통해 배운 바에 기반하여 실천
•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변화 수행

평가의 종류에 상관없이 형성평가는 목적 규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은 질

출처: Del Tufo, “What is evaluation?”

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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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우리의 가정)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3.2 목적의 규명: 형성평가는 왜 수행하는가?
아무리 신중하게 설계된 인권교육 과정이라 하더라도 형성평가의

• 그 외에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형성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환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리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언
제나 존재한다. 교육자로서 본능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효과
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싶은 욕구를 가

•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 수집한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와 강사가 교육적 내용의 효과성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
을 만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성평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입증함으로
써 우리가 개발한 교육 과정이 학습자에 대한 적절성 면에서, 과정의 설계 및 호소력
면에서,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 달성 가능성 면에서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신중하게 답을 구함으로써 형성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부문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
어 평가 수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정된 금전적, 인적 자
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형성평가를 수행하는 핵심 이유는 현재 개발 상태에 있는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
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형성평가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게
31)

해주고 교육 과정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교육 설계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3.3 질문을 결정하고 해답을 구하라: 형성평가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에서 형성평가를 수행하는 기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증진

정보수집
형성평가 수행의 목적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런 유형의 평가 활
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즉 교육 프로그램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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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수준 및 활동 유형 면에서 교육 자료가 대상 학습자에게 적

개발 단계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

절한가?

다. 다음 항목에서는 형성평가에 기여하는 정보-수집 활동의 핵심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인권교육에서 형성평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리뷰를 포함하게 된다.

• 다루어지는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교육 과정에 계획된 시간표가 현실적인가?
• 교육 과정 설계에서 교육욕구 진단에서 확인된 성적 고려를 염두에 두고

• 설계 단계 검토(3.3.1)

있는가?
• 전문가 검토(3.3.2)
• 평가 계획과 학습 세부 목표가 일치하는가?
• 학습자 검토

(3.3.3)

• 평가 도구가 교육의 내용 및 대상 학습자에게 적절한가?

하는 질문들도 살펴본다. 3.3.5와 3.3.6에서는 형성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도구의 다
양한 출처들을 알아본다.

이러한 질문들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수집하는 초기 형성평가 데이터 중 일부는 비교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인권교육 과정의 설계 리뷰는 대부분 교육 설계에 경험이 있는
동료나 다른 교육자들 중 교육을 전체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으며 교

3.3.1 설계과정 검토
설계 리뷰란 인권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및 가정을 점검하
는 것이다. 이 리뷰는 개발의 최종 단계가 시작되기 전(예를 들어서 교육 자료 인쇄 전)에 이루어지
는데 교육 개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설정한 바가 제대로 존중되었는지

육 과정 이면의 인권교육 목적이나 교육욕구 진단에 대한 통찰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 설계 리뷰의 책임을 교육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세부적 이해
를 모두 구사할 수 있으면서 근본적인 결점이 드러날 경우 정직하면서도 건설적인 피
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일관성을 보게 된다. 설계 리
뷰에서 점검해볼 만한 유용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의 목적이 교육욕구 진단에서 확인된 문제 또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가?

3.3.2 전문가 검토
전문가 리뷰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개인에 의해 수행된다. 모든 내용

• 세부

목표가 교육의 목적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내용(즉 지식, 기술, 태도)을
반영하고 있는가?
• 교육 과정 설계 내내 교육적 접근법이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 이 교육적 접근법이 대상 학습자에게 적절한가?

관련 측면들이 이행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 다양
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인권교육 과정,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리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인권교육의 경우 내용 또는 주제 관련 전문가, 교육 대상 전문가, 교육 방법론 전문
가 등 대개 세 가지 유형의 전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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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에서는 실시간 형성평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각 리뷰 유형에서 다뤄야

내용 전문가 또는 주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 내용이 최신인지,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 두 가지가 있

지,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리뷰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는 누락된 부

다면 첫째 전문 분야에 맞는 피드백을 구할 것, 둘째 어떤 조언을 기대하

분을 찾아내고 정교화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인권 문서

고 있는지에 관해 매우 명확한 지침을 줄 것이다. 종종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

활용에 관한 교육 과정의 경우 자신의 통상 업무에서 이러한 문서들을 활용해온 법적

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전반적인 피드백을 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로 적절할 것이다.

구하는 요청은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느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공유할 만한 관련

교육 대상 전문가는 학습자와 그들의 필요, 특성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기
반으로 인권교육 활동의 적합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들 개별 전문가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찾았다면 관련 페이지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 부
분에 질문을 집중하라. 그러면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들은 교육 내용 및 관련 활동의 난이도 등과 관련 소중한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과정의 경우, 난민 활동가나 조직가가 교육 대상

문가와 이 교육의 세부 개요를 공유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목적과 학습 세부 목표를

교육 방법론 전문가에게 인권교육 활동 리뷰를 통해 교육적 접근법이 학습자에게

명시하고 활동 및 발표 내역을 설명한 종합적인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지침과 질문을

적절한지 알아봐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습 세부 목표가 실제 달성 가능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체적인 관심 영역에 해당 전문가의 피드백을 집중

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 활동에 있어서의 개념의 설계 및 순서 리뷰가 포함된다. 한 예

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로, 시뮬레이션 활동을 포함하도록 기획된 교육 과정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동료나 이를 목적으로 구성된 온라인 토론의 장에 함께 하고 있는 동료
들이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다.
교육 전문가 한 명에게 전체적인 교육 설계의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위의 3.3.1을 참조하라.

3.3.3 학습자 검토
인권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학습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학습자 검토의 목적은
학습자가 설정된 학습 세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학

전문가 리뷰 과정에서 진행할 핵심 질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내용 전문가: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인가? 누락된 중요 사안은 없는가?
빼도 될 만한 불필요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정보가 있는가?
• 교육 대상 전문가: 사례와 활동이 교육 대상에게 적절하며 접근성이 좋은가?
• 교육 방법론 전문가: 교육 접근법이 학습자에게 적절하며 일관되는가?
제시된 활동이 기대한 내용 전달에 가장 효과적인가? 개인 활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가?

습자 검토에는 대표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문
제에 마주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보거나 교육 과정
을 시범 시행해보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학습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
고 시간과 자금이 무한대로 지원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전체 교육 과정을 시험
삼아 돌려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로부터 피드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교육가가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을 파악하여 이 영역에 질문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뷰
대상 영역에 따라 학습자와의 일대일 면담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다수의 학습자들과
의 집단 면담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94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2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단계별 과정┃ 95

제2부

제2부

에 대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면서 관련 피드백을 구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전

개별면담(One-on-one): 학습자와의 일대일 면담 과정은 실제로는 교육 대상을

자료 30

학습자 검토에 의한 평가 접근방식

대표하는 여러 개인과 수행될 수도 있다. 소수의 학습자만을 참여시켜 진행함으로써
상세한 맞춤형 검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대일 면담의 목적은 개별 학습자가 학
습 세부 목표 달성을 꾀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의 사례로는 부적절하게 작성된 지시사항, 부적절한
사례, 익숙하지 않은 용어 사용 등이 있다.

학습자 및 실증 시에 인권교육 설계에 관한 건설적인 비평을 제공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 학습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별로 내켜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적 피드백 제공에 대한 명확
한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자료에 있어서 학습자가 어떠한 불편
이라도 느낀다면 이는 학습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

실제로 일대일 면담은 한 번에 한 명의 학습자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면담을 조

력하라. 그래야 학습자로부터 보다 정직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은 학습자 특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사 교육 과정의 일부만 설계된 상
황에서라도 조기에 일대일 면담을 수행해야 한다. 일대일 리뷰를 통해 답을 구해야
할 몇 가지 질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소집단: 개별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일부 수정된 후에 소집단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평가에는 학습자를 대표하는 소집단, 가장 이상적으로는 8

• 학습자가 교육의 목적 및 세부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가?

명에서 12명 사이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의 일부 활동을 시범 운영하거
나 시험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인권교육에서 소집단 평가

• 지침을 이해하는가?
• 학습자가 모든 교재를 읽을 수 있으며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사례를 이해하는가? 적절한 사례라고 보는가?

는 구체적 활동의 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보다 다양한 학습자 집
단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소집단 면담에 관한 몇 가지 도움말이
<자료 31>에 나와 있다.

• 학습자가 모든 도표 또는 그림을 이해하는가?
• 학습자가 발표 내용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가?
• 내용의 전체적인 수준이 학습자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가?

자료 31

소집단 검토회의 운영

소집단 리뷰를 할 때에는 교육자는 한발 물러서서 관찰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위의 질문 각각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정보를 수집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진행자 역할을 부탁하고 집단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교육 자료를 설계하거나 수

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라. 언어적 피드백 및 비언어적 피드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백을 모두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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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에 있어 노력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수행이 상당히 쉬운 편이다. 언어, 문화와 같

는 사실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인권교육 설계와 개인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노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전체 활동, 최대한 많은 활동을 시험해보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인권교육가들은 제한적인 시범

3.3.4 실시간 형성평가
아무리 세심하게 설계된 인권교육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실

과정, 즉 대개 한두 가지 핵심 활동만을 평가하는 과정을 조직하게 된다. 때로는 현재

시간 형성평가를 거치게 되며 거쳐야만 한다. 실시간 형성평가는 교육 과정 기간에

진행 중인 다른 교육 과정 중에 학습자를 초청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험 운영하여 피

이루어지며 대개 매일 수행된다. 인권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일일 검토를 계획

드백을 수집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소집단 면담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

함으로써 교육 시행 중에 마주치게 되는 현실에 기반하여 마지막 순간에 활동을 수정

는 질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 첫날 해당 집단의 경우 의사소통 스타일 때문에

• 교육 과정을 시작할 때 학습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지식, 기술, 태도 수준
을 갖추고 있었는가?
• 학습자가 활동/교육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

동을 빼거나 통합하는 방법으로 다른 활동에 배정된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일일 보고 또는 면담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 과정에 대
한 학습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진행자 및 조직자는 이러한 정보
를 수집하여 하루 일과가 끝난 후나 쉬는 시간에 만나 활동 및 사례 수정 여부를 신속

• 여성과 남성에게서 참여 수준 및 질이 유사하게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
다면,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가?
• 활동/교육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학습/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성과 남성의 반응이
동일했는가?

하게 논의할 수 있다. 실시간 형성평가 참여는 참여적 접근법을 활용할 때 특히 중요
하다. 이 접근법은 학습자의 경험, 학습자의 필요에 대한 존중과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실시간 형성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교육 설계의 효과
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학습 활동에서 설정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자가 습득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3.5 정보의 출처
•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거나 다른 상황으로 이를 전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

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확한 출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평가 결과
와 결론의 신뢰성 담보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원을 확보하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설계 검토, 전문가 검토, 학습자 검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형성 검토에 여성과 남성 출처를 모두 포함함으

각 검토 유형은 개발 중인 인권교육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해줄 수 있다. 이러

로써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 여성과 남성의 현실이 교육에

한 검토과정들은 정보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피하면서 인권교육가가 교육 자료를 수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학습 필요

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설계 및 개발 단계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검토

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3.1에서부터 3.3.4까지 논의한 다양한 데이터 출

과정을 진행할 여유를 마련할 것을 권고된다.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리뷰를 시

처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행할 경우 유의미한 변화를 도입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 계획 검토를 위한 동료 또는 다른 인권교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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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을 종료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일부 활

• 전문가 검토를 위한 내용 전문가, 교육 대상 전문가, 교육 방법론 전문가,
공동체 구성원 및 또는 대상 집단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 학습자 면담을 위한 잠재적 개별 학습자 또는 이전에 교육을 들었던 개별
학습자 또는 학습자 소집단

평가 도구/과정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

주제별 전문가
검토

• 교육

내용이 정확한지, 최신인지, 완전한지, 관련성이 있는지, 잘 전달되는지
와 관련된 피드백

교육 방법론
전문가 검토

• 실시간 형성평가를 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강사, 조직자
초점집단

• 교육 활동의 교육적 설계, 접근법, 속도, 잠재적 효과와 관련된 피드백
• 인권교육

과정의 관련성, 내용 및 사례의 적합성, 학습 단계, 내용 조직화와
관련된 피드백
• 인권교육

과정의 학습자 동기 부여,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학습자의 집단
적 평가
• 교육의 매력에 대한 학습자의 집단적 인상

3.3.6 정보 수집 도구
보 수집에 사용되는 도구의 일부이다. 이러한 도구에 대해서는 이 지침서의 제4부에

• 인권교육이

학습자의 필요 충족의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지에 관한 학습자
개개인의 생각
• 인권교육의 관련성, 언어 접근성, 내용 및 사례의 적합성에 대한 피드백

시범운영

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학습자의 개별적 반응, 인식

• 학습 단계, 내용 조직화에 대한 피드백
•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및 인상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정하는 것 자체
가 어려울 때도 있다. 형성평가를 위한 도구를 선택할 때 해당 정보의 “출처”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노력하라. 예를 들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출장
이 잦다면, 이 전문가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마
찬가지로, 구전문화(oral culture)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온 잠재적 학습자 집단에게서 정보

3.4 효과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변화 모색

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개별 면담, 전화통화,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인터넷 보

교육 과정 개선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

이스 통화, 또는 기타 비-문서 기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자료 32>에 더 많은 사

을 구했다면,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변화를 주어야

례가 담겨 있다.

할 단계이다. 관찰 결과, 기록, 반응, 질문지에 대한 답, 논의에 의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거하여 필요한 변화 유형에 대한 일종의 결론을 도출하기 시작할 수
자료 32

효과적인 인권교육 과정 형성평가를 위한 도구 조합

있다. 때로는 상당 정도의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소한 수정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평가 도구/과정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

가 수집된다. 이런 경우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분석 결과에서 일정한 패턴

계획 검토

• 교육 설계의 전반적 일관성 관련 피드백. 예를 들어 목적과 교육 필요의 일관
성, 세부 목표와 핵심 내용의 일관성, 교육 과정에 가능한 시간과 제안된 내
용의 양의 일관성
• 평가 과정의 적합성은 물론 전체적인 목적 및 세부 목표 충족 가능성에 대한
정보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의 순서를 정하거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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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요강 및 지침, 시험 운영 또는 시범운영, 면담 양식 등은 형성평가를 위한 정

학습자 대표와
비공식 논의

와 도표 해석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자. 계획 검토가 내용 전문가 검토 피드백 결과
사소한 수정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제안이 나왔다. 전문가가 최근 이 특정 집단과
작업한 적이 있는데 교육 과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

3.6 요약: 형성평가
이 장에서는 형성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핵심 개념들은 다
음과 같다.

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해올 때까지는 모든 일이 잘 굴러가는 듯 보였다. 개별
면담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모순되지 않는가? 이럴 경우

형성평가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의

개발 단계, 즉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동안에 그 잠재적 효과성을 측정하

견을 구한다거나 더 많은 평가와 함께 계속 진행하는 식으로 확보된 피드백의 우선순

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 유형을 말한다.

위를 정해야만 할 것이다.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유사한 방향을 가리키는 공통 요소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예

왜 하는가?
형성평가는 인권교육가들이 교육 과정의 내용 및 절차 중 개선의 여지가 있

권법 영역의 여러 내용 전문가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명확한 지침을 주려고

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교육 과정이 아직 개발 중일 때 적절한 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개발한 사례연구에 관련된 피드백은 상당한 차이가

정을 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형성평가를 통한 피드백 요청은 교육 과정 개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장문의 이메일 네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준다.

건이 연속으로 오는 건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답변들에서 패턴을 파악하기 위
해서 여러분은 이 답변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하나 이상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공통 주

어떻게 하는가?

제(긍정적 또는 부정적)를 조명하는 것이다. 일단 패턴을 파악했다면 교육대상을 염두에 두고

형성평가 수행 절차는 다른 평가 유형과 동일하다.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 기타 데이터 분석 방법과 기법은 이 지침서의 아래 제4부와

• 목적 규정

4장에도 설명되어 있다.

• 교육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정확한 질문 파악
• 이러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정확한 출처에서 정보 수집: 데이터 분
석을 통한 권고안 작성

3.5 형성평가의 도전과제
적절한 전문가를 찾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종종 이보다 더 어려운 일

• 정보에

의거한 시행-여기에는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한 바에 의거하여
교육 내용 및 절차에 변화를 주는 일도 포함된다.

은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리뷰를 위한 시간을 내게끔 하는 일이다. 최대한 구체적으
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명확한 지침과 질문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준 모든 개인에게
감사표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인권교육 형성평가의 세 가지 핵심 정보-수집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계획 검토: 교육 과정의 기본 전제 또는 논리적 근거와 학습 필요 일치 여
부 검토
• 전문가

검토: 교육 내용, 교육적 접근법, 활동 및 이러한 활동의 대상
집단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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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서 형성평가를 수행할 때 현재 설계하고 있는 교육 과정과 관련 구체적인 인

• 학습자

검토: 개별 학습자 또는 학습자 집단을 위한 교육 과정 접근성

Affairs: MOSA)

고위 관리를 위해 설계하고 있는 교육의 미흡한 점을 파악

하는 것이다. 이들 관리는 비정부기구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대상으

및 적합성 검토
실시간 형성평가는 교육 과정이 시행 중에 있을 때에라도 수행할 수 있다.

로, 따라서 권리의 길(Rights Way)은 개발 중인 교육이 새로운 학습자에 대해 제

일일 보고를 통해 학습자 집단의 필요에 맞춰 활동, 절차, 사례를 수정할 기회

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집단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

를 얻을 수 있다.

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

2. 정확한 질문을 파악하고 정확한 출처에서 답을 구하기

이러한 세 가지 리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교육 과정 설계를 개선해주고 효

이 구체적 형성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질문들의 몇 가지 예가 아래에 열거되어

과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있다.

• 교육 과정의 목적이 교육욕구 진단에서 파악된 목적에 부합하는가?

3.7 형성평가 예시

• 교육

과정이 일관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명확한 세부 목표가 있는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가? 교육의 세부 목표와 내용(즉 지식, 기술, 태도 면에서)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가?

상황
국가 인권 계획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회문제부처(Ministry of Social
는 부처 업무에 인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

Affairs, MOSA)

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는 부처 선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

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관리가 인권교육

계획 검토를 위한 출처 및 도구
교육 과정의 설계 및 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권리의 길
의 교육 개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RIGHTS WAY)

• 권리의 길(RIGHTS WAY) 내의 동료에게 교육 과정의 개요와 자료에 대한 검토를 부
탁했다.

에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인 권리의 길(Rights Way)에 연락
해 부처의 고위 관리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
리의 길(Rights Way) 측은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와 함께 이 교
육을 맡기로 동의하고 먼저 교육욕구 진단을 수행하였다. 교육욕구 진단의 결
론에 의거하여 권리의 길(Rights Way)은 검토용 교육 자료 초안을 마련했다.

(b) 전문가 검토(내용 전문가에게)
•이
 내용이 최신인가? 정확한가?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된 게 있는가? 생
략해도 무방한 불필요하거나 연관성이 적은 정보가 있는가?
전문가 검토를 위한 출처 및 도구
교육 과정의 내용, 교육적 접근법,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권

형성평가
1. 목적
형성평가의 목적은 권리의 길(Rights Way)이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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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획에 관한 검토(동료에게)

위한 매뉴얼 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이 자료는 http://www.ohchr.org/

교육 활동을 설계할 때를 위해 계획되어진다. 평가 설계 과정의 2단계에

EN/PublicationsResources/Pages/TrainingEducation.aspx에서 확인

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고자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성

할 수 있다.

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성과는 즉각적인
성과, 중간 성과 및 효과의 논리 모형 또는 로그 프레임으로 그려진다(제2부 참조). 교육

(c) 학습자 검토(학습 참여자에게)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들에게 이 내용이 접근 가
능하며 흥미로운가? 여성과 남성의 접근성이 동등한가?
• 활동과

사례가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들에게 적
절한가?

학습자를 위한 교육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권리의 길
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일부는 우리의 인권교육 과정의 직접적 결과일 것이며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경험
과 연계가능성이 그저 높을 뿐인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인권교
육을 시행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보

, 전이 평가 및 영향 평가 (보다 중장기적인 변화)의 세 가지 평가 유형으로 이루어진

다 단기적인 변화)

다.

32)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와 전이 및 영향 평가의 차이는 이러한 평가 유형이 언제

(RIGHTS WAY)

수행되는지(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변화 측정에 도움이 되는지

• 이전에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들과 작업한

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형에 따라 본다면 첫 두 단계(반응 및
는 인권교육 과정의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일환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다음 두

경험이 있으며 교육대상과 매우 친숙한 강사들에게 교육 과정의 개요를

학습)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단계(전이 평가 및 영향 평가)는 인권교육 과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권교육의 보다 장기적인 성과 또는 영향을 예증하는 적절한 데이터 수집 여건을

3. 데이터 분석 및 변화 실행을 위한 행동

갖추려면 이 4단계 평가를 연속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교육 종

형성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에 의거하여 권리의 길(Rights Way)의 인권교육가들

결 후 총괄평가를 설계할 때 우리가 그리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

은 다양한 동료 및 전문가의 도움으로 교육대상에 대한 흥미도와 효과를 증진

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예증해줄 수 있는 관련 행동 및 과정을 계속 추적

시키기 위해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이어서 전이 평
가와 영향 평가를 다룰 것이다.

제4단계: 일어난 변화 파악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전이 평가 영향 평가

4.1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란 무엇인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
램이 완료된 후에 그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 활동을 말한다.

인권교육 활동과 관련 이루어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인권
32)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자료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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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를 위한 출처 및 도구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교육가로서 단기적으로 지향하는 변화 중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가 내부적으로, 즉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역할

는 평가 방법 및 결과 분석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을 해야만 한다는 개념이야말로 핵심이다. “활용-중심 평가”라는 개념은 패톤(Patton,
이 개발한 것으로 평가 수행의 가치 중 하나는 인권교육 활동을 개선하고자 하

1986)33)

자료 33

형성평가 대 총괄평가

는 목적으로 우리 자신의 활동 환경 내에 이 정보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스크리벤(Scriven)이 주장하듯 외부 청중 또는 의사결정자

34)

(예를 들어서 자금 지

를 위하여 프로그래밍의 성과를 분명히 제시하는

원 기관, 감독 당국, 미래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것 역시 여러분의 인권교육 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증언해줄 수 있기에 중요하
다.

봅 스테이크(Bob Stake)가 요약한 바에 의하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차이는 ‘요
리사가 스프의 맛을 볼 때는 형성평가이고 손님이 스프의 맛을 본다면 이것이
총괄평가이다.”
출처: Scriven, “Beyond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p.169.

인권교육가들에게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는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결과 어
자료 3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핵심

유형의 평가는 2단계에서 개발된 기대 성과를 돌이켜보고 이를 실제 교육 과정을 통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사례

해 달성된 성과와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구체적으로 교육 종결 후 총괄평

가장 간략하게 본다면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는
5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권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정
보-수집 활동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가는 우리가 선택하여 사용한 학습 전략, 접근법, 방법, 자료가 전체적으로 애초의
전체적인 목적 및 세부 목표 달성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한다.
대개 인권교육 과정의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측정하고 학습자 차원에서 어떤 변화
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평가 활동이 필요하다. 교육 종결 후 총
괄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교육자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단기 성과를 입증하고 인

총괄평가의 목적 규정

정확한 질문을 판단하고 묻기
•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 개별 학습자 차원의 변화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해

권교육 과정의 유용성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상황에서, 또는
새롭게 시행 중인 상황에서 종종 형성평가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결과는 프로그래밍의 개선과 수정에 논리적 근거를 제
시해줄 수 있다. 한 예로, 반복해서 시행 가능한 교육 과정의 첫 단계에서 학습자의
반응 및 학습에 대해 수집한 정보는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 또는 교육의 다음 단계를
위한 욕구 진단 개발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 34>에서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어지는 과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33) Michael Quinn Patton, The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2nd ed. (Sage, 1986).
34) Michael Scriven, “Beyond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At Quarter Century, National

적합한 출처에서 해답 구하기
평
• 학습자, 강사, 자원인사, 관찰자, 기타 이해관계자 가
방
법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고찰과 적절한 결론 도출 론
• 학습자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와
그 이유를 판단
• 교육의 어떤 면이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

• 교육 및 교육 자료의 세부 목표 관련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을 모두 담고 있는 최종 설문조
사 시행

• 교육 시작 단계와 종결 단계에서 학습자를 관
찰하여 관찰 결과 비교

• 자원인사, 강사, 스태프 또는 기타 교육 과정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피드백 수집

•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 조사를 위한 면담 시행

• 교육 과정 중 학습자가 만들어낸 성과물로 학
습자가 배운 새로운 지식 및 또는 기술을 보여
주는 성과물 검토

평가를 통해 학습한 바에 의거하여 실천
• 결과 보고
• 필요시 교육 과정 개선
출처: Del
 Tufo, “What is evaluatio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Yearbook, vol. 90 No. 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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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4.2 목적 정의: 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수행하는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주목적은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효
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학습자의 반응 및 학습에 대한 데이터 수집
• 의도한 성과와 실제 성과 비교

• 개선 여지 파악(특히 동일한 교육 과정을 다시 시행할 경우)
• 교육 과정이 교육욕구 진단에서 파악된 애초의 간극 또는 문제를 해결했는
지 측정

자료 35

내부 평가 대 외부 평가

내부 평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는 거의 대부분 내부 평가자, 즉 해당 조직에서 일하거
나 여기에 속한 개인으로 이 교육과정에 매우 친숙한 개인(예를 들어서 교육 설계자)에 의
해 수행된다.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뒤에도 내부 평가자는 교
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해 행
동할 책임을 갖는다.

• 교육 과정과 관련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변화 판단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수행으로 위에서 예로 든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또는 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개발하게 될 수 있다. 교

외부 평가
보다 장기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때로는 외부 평가자가 필요
하다. 외부 평가자는 해당 조직 내에서 일하지 않는 개인(예를 들어 컨설턴트나 평가 전문가)
으로 편견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재정 지원자 또는 조직 자체도 외부
평가자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전이 평가와 영향 평가 수행시 그러하다.

육 종결 후 총괄평가 개발에 있어서 분명 많은 목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는 꼭 필요한 질문만을 남겨야 한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질문 목록을 준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안을 명심하라.

35)

• 평가

결과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선
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 이러한 질문에 답을 원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들 개개인이 인권교육의
미래 성공에 핵심적인가?
• 인권교육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지속적 활용에 이러한 질문에서 얻은 정
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가?

4.3 질문 파악 및 답 구하기: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정보-수집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목적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런 유형
의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을 살펴보면 유용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하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형이 교육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인권교육가에게 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정
보를 교육 수행 후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모형을 제시해줄
수 있다. 1단계(반응)와 2단계(학습)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중심이다. 이런 유형의 평
가를 통해 단기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단계(전이)와 4단계(영향)

35) Barbara N. Flagg, Formative Evaluation for Educational Technologi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0:
Blaine R. Worthen, James R. Sanders, Jody L. Fitzpatrick, Programme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는 교육의 후속조치로서의 평가의 중심이다(4.8 참조). 인권교육가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Guidelines, 2nd (White Plains, New York, Longman.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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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및 지원자에 대한 책임성 구축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교육 과정과 문서화된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 반응-단계 평가(4.3.2)

이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데이터 수집에 체계적이어야만 한다. 또한

• 학습-단계 평가(4.3.3)

수집한 데이터가 신뢰성을 갖게 하고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최대한 감안하기 위해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37)

두 가지 평가 유형 모두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알아볼 것

인권교육에 있어서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모두 조합할 때 교육자에게 어떠

이다(4.3.1). 이어서 4.3.4와 4.3.5에서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한 변호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이 제공되어 “신뢰할 수 있을

출처 및 도구를 설명하고 있다.

만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교육 부문에서 반응 및 학습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서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모두 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유용하다.

제2부

제2부

4.3.1 정량적 측면(quantative)과 정성적 측면(qualitative)의 혼합
우리가 수집한 반응 및 학습 관련 정보는 그 결과가 숫자, 통계 등으로 표현되는 정
량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 결과가 패턴, 공통성, 공유된 경험 등으로 표현되는 정성
적일 수도 있다.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지
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이룸으로써 교육 과정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통계가 효과적으
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방법만으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능한 인권교육가인 낸시 플라워스(Nancy Flower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료 36

폐쇄형 질문 대 개방형 질문

설문조사 및 면담에서 어떤 유형의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
의 유형이 달라진다. 질문은 보통 정량적 데이터를 주는 폐쇄형이거나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방형이다.

질문은 학습자가 미리 설정된 답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a) 폐쇄형

다. 각각의 선택마다 수치화된 가치가 부여되며 이는 표로 만들어진다(<자료 44>
.

참조)

(b) 개방형 질문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답하도록 한다. 패턴과 공통점에 따라 정

“[정량적 접근법이] 오랫동안 표준 평가 방법으로 기능해왔지만 이러한 접근법, 보
다 학술적인 연구의 성격이 강한 이 접근법이 항상 ‘실제 세계’, 특히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 중요한 일은 [평가를 위한] 대상의 규모를 늘리고, 판

보를 조직함으로써 데이터를 분석한다.
출처: Thomas F. Burgess, “Guide to the design of questionnaires”, Information Systems
Services, University of Leeds, May 2001. Available from http://iss.leeds.ac.uk/
info/312/ surveys/217/guide_to_the_design_of_questionnaires/8. 참조

단을 내리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것인지를 시작 단계에서 파악하고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종종 판단을 내려
야 하는 문제가 어떤 정교한 평가를 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다소 직접적인 몇 가
지 질문에만 답하면 될 수도 있다.”

36)

4.3.2 반응-단계 평가
학습자의 반응 평가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36) Barbara N. Flagg, Formative Evaluation for Educational Technologi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0:

37) Barbara N. Flagg, Formative Evaluation for Educational Technologi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0:

Blaine R. Worthen, James R. Sanders, Jody L. Fitzpatrick, Programme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Blaine R. Worthen, James R. Sanders, Jody L. Fitzpatrick, Programme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2nd (White Plains, New York, Longman. 1997) 재인용.

Guidelines, 2nd (White Plains, New York, Longman.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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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는 교육 활동 또는 교육 과정이 끝나는 즉시 수집
되며 거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안 관련 질문을 포함한다.

자료 38

반응-단계 평가

• 학습자의 만족도
• 학습자가 처음에 가졌던 기대의 충족 여부
•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학습한 바를 적용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동기 정도
반응 측정은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과 최초의 인상을 인정하고 가치를 둔
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반응-단계 평가는 또한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
한 정서적 요소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학습자 자신에게도 중요

간이 흘러 약화되거나 합리화되기 전에 교육 과정이나 활동이 끝난 직후 측정해야 한

• 질문지
• 면담
• 관찰
반응-단계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다.
•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 학습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 부분 및 가장 덜 유용하다고 생각한 부
분과 그 이유
• 교육이 학습자의 애초의 기대 충족 여부 및 그 이유

다.
하나의 교육 과정이 끝났을 때, 아직은 학습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 여성과 남성 반응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단계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유일한 정보 중의
하나가 된다. 반응은 교육 과정의 효과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다. 한 예로 반응-단계 평가는 학습자 다수가 사례연구 개발에 관한 교육이 자신들에
게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드러내줄 수 있다. 이후 학습을 적용하여 실제
사례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전이 및 영향 평가에서 이때의 최초의 반응-단계 데이터

4.3.3 학습-단계 평가
인권교육 과정의 결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학습(커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만 한다. 학습-단계 평가는 무엇을 학습했느냐뿐

를 확인해줄 수 있다. 반응-단계 평가는 종종 다른 평가 데이터와 비교가능한 일종의

크패트릭의 2단계)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된다.

만 아니라 이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요소들에도 주목한다. 대개 하나
의 교육 과정 직후에 수집하는 학습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한 학습 증거

자료 37

반응 평가에 관하여

• 학습 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자가평가
• 학습 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시연

“반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훈련생[학습자]에게 당신들의 피드백을 원하지 않

• 학습 내용 적용을 위해 학습자가 마련한 계획

거나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이다.”
출처: Donald Kirkpatrick et al.,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3rd ed.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2006).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한 학습 경험 평가
•교육의 전체적 내용 및 교육적 접근법의 질과 관련성 등과 같은 학습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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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학습자의 실망, 혼란, 만족, 열망, 열심 등은 이러한 반응이 아직 생생할 때, 시

인권교육 과정의 반응-단계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다음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다.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피드백, 진행자, 자원인사, 교육 자료, 교육
장소, 물품 등 교육 환경의 질

학습 평가
인권교육에서 성인의 학습은 교육 과정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업무
및 생활에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
권교육 과정 직후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학습 평가가 가능하다. 자가평가는 대개 학
습자로 하여금 교육 과정의 전후에 스스로 평가해보도록 권고함으로써 학습자 자신
의 기술, 역량, 또는 지식 정도를 측정하게끔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증대되

자료 39

학습-단계 평가

인권교육 과정의 학습-단계 데이터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다.
• 질문지
• 자아성찰
• 면담
• 학습자 결과물 평가
• 시연

또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지식을 시연해보임으로써 자신이 학습한 바를 보여줄

학습-단계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다.

수 있다. 한 예로, 학습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갈등 중재 기술을 시연하거나 교육 과
정 중에 제시되고 실습해본 지침에 따라 사례연구를 해볼 수도 있다. 실천계획 개발
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
해보게끔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학습 평가가 된다.

실제 학습
• 교육 과정의 결과로서 향상된 지식 또는 기술
• 교육 과정의 결과로서 변화된 태도/행동

실천계획을 설계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바를 자신의 업무 환경에 전이하
고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학습 경험
• 전체적 내용, 교육적 접근법의 질과 연관성

학습 경험 평가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평가
역시 학습-단계 평가의 일환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교육 구성, 촉진, 교육 자료, 교육 장소, 물품 등과 관련된 질문은 학습 경험에 긍정
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권교육 과정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력을

• 진행자 및 공동진행자의 역량
• 공식 발표의 관련성
• 자원인사의 역량
• 교육 자료의 질
• 시설, 물품 준비, 특별 이벤트의 적합성/질
• 여성과 남성의 학습 경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

제공해줄 수 있다.

4.3.4 내적 자가평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일환으로 인권교육 활동이 종결된 후에 내적 자가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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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또는 자신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해줄 것을 권고받는다. 학습자는

수행함으로써 해당 조직은 인권교육 과정을 기획, 설계, 개발, 시행한 교육팀의 효과

획, 개념지도, 체크리스트, 브레인스토밍 목록, 예술작품, 그림,

성을 평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내적 자가평가의 요소들로는 재정 자원 및 인적 자원

도표, 촌극, 교육 전후 사진, 영상 등은 모두 효과적으로 “학습”

활용 평가와 함께 산출된 자료 및 과정의 질 평가를 들 수 있다.

을 보고할 수 있다. 사건 및 활동,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관찰
을 수집,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 수행은 해당 조직이 학습된 교훈 및 이러한 교훈을 향후 인권
교육 활동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38)

이런 유형의 평가는 해당 조직이 주로 자체 활용 목적으로 수행하고 통제, 소유하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가장 잘 제시해줄 수 있는 출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정

게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과정의 결과는 긍정적이든 부정

보를 수집할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정할 차례이다. 다음 장에서는 인권교육 과정 관

적이든 여러분의 조직이 하나의 학습 조직이며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를 진지하게 받

련 평가 데이터 수집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점검해본다.

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및 후원자들과도 공유되어야만
자료 40

삼각측량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정보의 정확성 확립을 위해 비교할 수 있
다. 이를 삼각측량이라고 부른다. 삼각측량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출처가 동

4.3.5 정보 출처
인권교육 과정 평가의 모범 사례로 가능하다면 하나 이상의 데이터 출처를 포함하

일한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는 것이 좋다. 대규모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출처를 포함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데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출
처는 다음과 같다.

39)

• 사람:

학습자는 반응과 학습에 관한 정보의 핵심 출처이다. 교육의 다른
측면을 평가해줄 수 있는 이들로는 교육 조직의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및 자원인사, 협력자 및 후원자 등이 있다.
• 기존

정보: 교육욕구 진단 정보, 연구 보고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교육에 대한 다른
평가

4.3.6 정보 수집 도구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광범위하다. 인권교육에 많이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이 지침서의 제4부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환경에 맞춰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도구 예시들도 나와 있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수행 시 여러 도구를 조합해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다. 학습자에게 교육 과정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묻는 질문지를 배포하기만

• 학습자

산출물: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가 생성한 정보는 교육 종결 후 총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 기간 동안 어떤 점을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한두

괄평가를 위한 풍부한 데이터 출처가 된다. 집합적 또는 개인적 실천계

명의 학습자를 면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인권교육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와 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잘 설계만 된

38) Sarah del Tufo, “What is evaluation?” 2002. March 13. www.evaluationtrust.org/evaluation/ (2010 12. 16. 현재
39) Ellen Taylor-Powell and Sara Steele, “Collecting evaluation data: an overview of sources and methods”,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June 1996.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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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료 42>에서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조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구를 조합하는 방법은 분명 다양하게 존재하며 인권교육 과
정의 교육대상에 대한 도구의 적합성 문제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평가 도구/과정
진행자/강사와의 일일
보고 순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
• 학습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진행자 인식
• 교육 개선 방법에 대한 실시간 형성평가 데이터 및 권고
• 학습자 반응

학습자와의 비공식적
논의 및 면담

• 학습에 대한 학습자 자가평가 데이터
• 교육 개선 방법에 대한 실시간 형성평가 및 권고

자료 41

평가는 조사가 아니다.

• 이들의 발표에 대한 학습자 반응에 대한 인식

평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도구 및 기법은 사회과학 조사 수행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사와는 달리 평가는 실험적 설계(예를 들어 실험집

적 유의미성 달성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래 인권교육 프로그래밍에 영
향을 미치게 될 결정을 충분한 정보에 의거해서 하기 위해 여러분 및 기타 이
해관계자들이 부담해야 할 입증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권교육 평가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입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

교육 기간 학습자가
산출해낸 결과물
교육 종결 후 다양한 프로
파일을 대변하는 선별된
학습자와의 공식 면담

• 학습자의 경험 정도에 대한 인식
• 교육

과정에서 자원인사의 개입/참여 개선 방법에 관한 실시간 형
성평가 및 권고
• 학습의 유형적/구체적 증거(예를 들어 실천계획, 차트, 보고서, 개요, 도표)

• 구체적 관심 주제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

(<자료 20> 참조)

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만 한다.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의 조합에 의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Bourg, “Research methods: school and program evaluation”.

4.4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권고 작성
인권교육 과정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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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이 다음 차례이다. 다양한 질문지, 면담, 관찰에서 얻은

인권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도구 조합

결과를 취합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으며 분명 많은 인권교육가들이 이 단계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다.
평가 도구/과정
일일 평가 질문지

교육 종결 후 평가 질문지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
• 내용 및 교육적 접근법에 대한 학습자 반응
• 학습 및 학습의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자가평가 데이터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면 분석해야 할 정보의 양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
지만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데이터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다.
인권교육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부담을 느끼는 또 다른 이

• 학습자의 학습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 교육 과정의
모든 측면에 대한 학습자 피드백

유로는 결과 취합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단한

• 학습 및 학습 인식에 대한 학습자 자가평가 데이터

합산이나 퍼센트 계산 이상의 분석을 요하는 결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

• 교육을 다시 시행하기 전에 수정하기 위한 형성평가 데이터

다. 이 장에서는 결과 분석의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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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 및 인권교육 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해 통계

단과 대조집단 비교)

교육 기간 발표를 해줄
자원인사와의 비공식
논의 및 면담

• 질문지에서 얻은 정량적 데이터를 표로 만들기(4.4.1)

여된 가치를 곱하고 총합을 응답 수로 나누어서 평균 점수를 낸다.

• 패턴 분석(4.4.2)

이 평균 점수는 1(모든 응답자가 해당 진술에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경우)에서부터 4(모든 응답자

• 삼각측량(4.4.3)

가 강한 동의를 표하는 경우)

점까지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15명의 참가자가 질문에 답했을 경우
0명의 참가자가 “강한 반대”(1점)

4.4.1 질문지 조사 결과의 도표화
거의 모든 평가 질문지는 응답자가 어떤 범위 또는 응답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고
르도록 하는 등급 척도 또는 리커트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질문을 담고 있다. 이런 질
문에서 얻은 데이터 취합에는 <자료 44>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각 질문에 대한 평

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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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참가자가 “동의”(3점)
0명의 참가자가 “강한 동의”(4점)
평균 점수는 (8×2 + 7×3)/15=2.46이 된다.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문

강한 반대

반대

동의

1.7> 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나는 나의 일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십 기회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0

8

7

강한 동의 응답자의 수*

0

평균 점수

n=15

2.46

데이터 조직화

수집한 정보의 조직화는 질문지 결과 및 평가 데이터 해석의 핵심이다. 데이터를
표로 만드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는 (a) 질문지의 모
든 질문에 번호를 매기는 것, (b) 응답 파악을 위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4. 데
 이터 해석 예시 : 4점 중 평균 2.46점이면 반을 약간 넘는 수치이다. 여
기에서 이 세부 목표 면에 있어서 워크숍을 더 잘 진행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결론을 도출할 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세부 목
표 충족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는 물론, 이 세부 목표 충족에 동의한 응답
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 “n”은 응답자의 수를 가리킨다. 이 수는 질문에 답한 사람의 수에 따라 질문마다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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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에서 수집한 정량적 데이터를 표로 만들기

이 사례는 등급 척도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보여준다.
1. 평가할

문장 또는 질문, 답변 선택사항, 응답의 수, 평균 점수(계산)를 설명하
는 표를 그린다.
2. 각 척도별 등급마다 가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강한 반대=1점, 반대=2점, 동의=3점, 강한 동의=4점.
3. 각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를 계산한다. 각 등급별 응답 수에 각 등급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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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정성적 데이터 분석
학습자에게 논평을 부탁하거나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청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분석할 수 있는 상당량의 정성적 데이터를 얻게 된다. 면담, 관
찰, 개방형 질문은 모두 평가자가 경향, 패턴, 또는 공통점 파악 등 세부 목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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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값을 계산하는 일이 수반된다. 등급 척도 사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제4부에

8명의 참가자가 “반대”(2점)

정보를 신중하게 조사하면서 데이터를 해석할 것을 요한다.
정성적 정보 해석에 유용한 기법으로 유사한 단어나 개념 또는 상황의 빈도에 주목
하는 방법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유의미한 유형으로 해석하는 일이 수반되는 과정
인 코딩으로 패턴 분석이 상당히 증진될 것이다.

질문
2.1> 파트너십 구
축에 관한 발표는
어땠습니까?
평을 적어주세요.

간단한 코딩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모든 데이터를 여러 차례 세심하게 읽고 그 정보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집단(n=15 응답자)에서 수집된 응답 요약
•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8x)

결론
자료제공자의 발표의 질은
특히 더 많은 사례를 활용하
고 발표에 충분한 시간이 보
장된다면 개선될 수 있다.

• 연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2x)
• 읽기 자료가 더 필요하다(1x)
• 컴퓨터 슬라이드를 활용하면 발표가 개선
될 것 같다(2x)
•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9x)

• 모든

데이터를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형 체계를 개발하고 각 유형별
로 라벨이나 코드를 부여한다.
•모
 든 유형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결합되도록 하고 각 유형별 차이가 매우 분
인권교육가들은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수

• 공통 주제(여러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파악한다.

40)

• 패턴, 연합, 관계를 파악한다.

있다.
• ...의 존재: 예를 들어 참여적 접근법 및 이와 관련된 언어 양상의 존재가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활용이라고 하면 대개는 정량적 응답 계산을 떠올리겠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정성적 데이터 분석에도 똑같이 유용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습자의 실천계획에서 발견되었다.
• ...의 질: 예를 들어 촉진활동의 질은 반복적으로 “아주 훌륭”했다고 언급

공통 단어를 찾고,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정렬 및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4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되었다.
• ...의 정도: 예를 들어 교육 시설에 대한 학습자의 불만족 정도는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는 장소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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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데이터 편집

• ...의 수준: 예를 들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토론의 참여 수준이 매우 높

았으며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탐구해보려는 학습자의 동기가 강

이 사례는 최종 평가 질문지로 수집한 논평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준다.

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례를 구성한다.

1. 평
 가할 질문, 응답 요약, 특정 용어 또는 개념 빈도, 결론을 기입할 공간이 있는
표를 그린다.
2. 응답을 읽고 요약한다.
3. 빈도를 기록한다.
4. 판단을 내린다.

4.4.3 삼각측량
다양한 데이터 출처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결과를 확인할 때 이를 삼각측량이라 부
른다. 여러 출처-이상적으로는 세 가지-에서 나온 결과가 유사하다면 우리가 도출
41)

40) 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Module 6: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for
Tobacco Control: A How-To Introductory Manual for Researchers and Development Practitioners (Ottaw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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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ichael Quinn Patton,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ed. (Sa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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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한 결론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에 도달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유사한

4.5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도전과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고유의 도전과제는 평가의 출발점과 종결점을

답을 산출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서로 상충되는 답이 나온다면 질문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의 한 순서에서 얻은 학습자의 반응과 학습에 대한 정보는 현

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방법을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재진행형이거나 계속 시행가능한 교육의 다음 순서 개선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

알게 된다.

다. 예를 들어 연례 인권교육 과정에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는 매년 교육 종결 시에
수행되며 최종 보고서가 이해관계자에게 제출된다. 내부적으로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의 교육 과정 수정 및 개선에 활용된다. 매년의 교육 과정은 다음 해의 형성평가가 되

자료 46

는 것이다. 어떤 교육 과정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도구를

데이터의 삼각측량

마련할 때 형성평가 질문 중 일부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점심식사 시간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 보고 순서를 통해 취합

정량적)

한 정보를 활용하여 결과를 삼각측량할 수 있다.

가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를 강화시켜줄 파트너십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직 부분적으로만 달성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발표의 질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육욕구 진단을 위한 하나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최종 평가에서 82%의
학습자가 인권침해 보고 절차에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나타났다

이런 경우, 서면 논평, 비공식 대화, 보고 순서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파트너
십 기회 파악 관련 세부 목표

일부 인권교육 활동의 경우,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해 취합한 최종 결과는 교

면, 이 정보를 활용하여 보고 주제와 관련 교육욕구 진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 계속해서 부상하는 또 다른 도전과제는 평가의 범위를
다루는 것이다. 여기저기에 하나씩 질문을 더하기는 너무도 쉽지만, 그러다 보면 나
중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질문지(등급 척도 활용)...
워크숍의 반이 조금 넘는 학습자가 파
트너십 기회를 파악하는 역량이 향상
되었다고 느끼지 못했다.

류의 상황은 우리를 주눅 들게 하거나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결과
를 모두 취합 편집하는 것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할 수 있다. 명확한 목적을 염두에 두
고 수집된 데이터는 인권교육 과정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 알 필요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평가 목적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위해 동료
와 협의함으로써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비공식 대화...
점심시간, 여러 스태프가 모여
서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발표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자
원인사가 학습자의 필요를 해
소해주지 못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더 나아가 자원인사가
질의응답 시간을 더 할애했어야
한다고 느꼈다.

일일 보고...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발표에
대해 물었을 때 진행자들은 더
많은 사례 활용, 발표에 충분한
시간 할애 등과 같은 발표 개선
제안을 몇 가지 내놓았다.

많은 인권교육가들에게 수집한 데이터의 이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 이
지침서에서 살펴본 도구와 기법 중에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일
단 결과와 경향이 파악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 정보에서 결론과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때로는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인상을 강화시켜주는 결론을 도출하
거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에서 결론을 끌어내고 일반화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거하여 실제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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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데이터 삼각측량 방법을 보여준다. 질문지에서 수집된 정보

(정성적 및

가 있다. 현실적인 결론과 권고가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인권교육 활동의 신뢰성을

•정보에 의거한 행동: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결과 보고, 필요
시 교육 과정 또는 전체적인 인권교육 활동에 변화 도입 등이 포

크게 증진시켜준다.

함된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과 시간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하고 조직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규율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두 가지 중요한 정보-수집 활
동은 다음과 같다.

4.6 요약: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반응-단계 평가: 교육의 만족 수준을 비롯한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즉각적인 반응, 기대치 충족 여부,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생각, 학습한 바

이 장에서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제시한 몇 가지 핵심

를 적용하고자 하는 동기 평가

개념은 다음과 같다.

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학습은 물론 인권교육 과정의 구성, 방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란 무엇인가?

법, 내용, 물류 등에 대한 학습자 판단을 평가

시행 단계, 즉 인권교육 과정 전달 종료 후에 시행되는 평가 유형. 이는 단기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는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평가를 모
두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지, 면담, 관찰, 학습자 산출물은 학습자의 반

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는 인권교육가들이 인권교육 과정의 즉각적인 결과를

응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급 척도 활용, 패턴 모색, 데이터
삼각측량은 결과를 판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습자의 반응 및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고 이해관계자 및 후원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며 반복 가능한 교육의 경우 개선 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수행할 때는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수집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결과
반응과 학습에 관해 수집한 정보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교육 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개선점을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어떻게?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수행 과정은 다른 평가 유형과 동일하다.

4.7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 목적 규정
• 교육

과정의 학습 반응, 학습, 학습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질문 판단

상황

•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출처에서 정보 취합, 권고안을 내

국가 인권 계획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기 위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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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처 업무에 인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관련

Affairs, MOSA)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제2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단계별 과정┃ 129

제2부

제2부

•학습-단계 평가: 지식 또는 기술에 있어서의 향상, 태도의 변화를 비롯하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는 부처 선임 관리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

반응-단계

평가를 위한 출처 및 도구

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자에게 반응-단계

Social Affairs: MOSA)

관리자가 인권교육에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권리의 길(Rights Way)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

권리의 길(Rights Way)에 연락해 부처의 고위 관리자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

다.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리의 길(Rights Way)은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 학습자에게 교육 당일 가장 유용하고 가장 덜 유용했던 사항을 파악하

와 함께 이 교육을 담당할 것을 동의하였다. 먼저 교육욕구 진단 수행으로 시

MOSA)

작하여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자를 위한 4일 과정의 교

기 위해 이를 물어보는 일일보고 순서를 조직하였다.
• 교육 과정 이후 선별된 학습자들로 중점집단을 구성하였다.

육을 설계하여 시행하였다.
(b) 학습-단계 평가

술, 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1. 목적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의 목적은 권리의 길(Rights Way)이 사회문제관련 부처
(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의 최초의 반응과 학습 면에서 교육의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평가는 또한 그 교육 과정을 다른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직원에게 시행할 경우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들은 학습한 바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가? 위치는 적절했는가? 그들의 학습 경험에 영향
을 미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학습-단계

평가의 출처와 도구
학습-단계 정보를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자들에게
얻기 위해서 권리의 길(Rights Way)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폐쇄형 질문 및 개방형 질문을 담은 최종 평가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2. 정확한 질문을 판단하고 정확한 출처에서 답 구하기
구체적인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가 다루어야 할 핵심 질문들의 일부가 아래
에 열거되어 있다.

• 평가좌표(Assessment Grid)을 활용하여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자들이 개발한 개별 실천계획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교육기간 관리자들이 학습한 바를 어떻게 부처 내 자신의 업무에 통합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a) 반응-단계 평가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자들은 교육 과정의 어떤
• 사회문제관련

면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였는가?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자들은 어떤 면이 가장 유
• 사회문제관련

용하다고 생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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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권고 작성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에 의거하여 권리의 길(Rights Way) 소
속 인권교육가들은 자신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
다. 권리의 길(Rights Way)은 이어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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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들은 자신이 어떤 지식, 기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결과를 담은 평가 보고서는 물론 6개월 경과 후 및 24개월 경과 후의 전이 및

었다. 데이터 분석 단계(4.11)에서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의 하나, 즉 인권교육을

영향 평가 계획을 제출하였다. 권리의 길(Rights Way)은 교육을 다시 실시하게 될

위한 전이 및 영향 평가 수행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여 분석(C/A)을 제

경우 어떻게 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역시 권고안을 내놓았다.

시하고 있다.
<자료 47>은 전이 및 영향 평가 수행 과정을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대략적으로 보여준
다. 이어지는 과에서는 중기 및 장기 성과 평가에 수반되는 내용에 관해 보다 상세한 설명

4.8 전이 및 영향 평가란 무엇인가?

이 제시된다.

전이 평가와 영향 평가는 가장 어려운 평가 과정이다. 하나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 이
후 미리 정한 기간 후에(예를 들어서 3개월~6개월 사이, 그리고 다시 한 번 12개월~24개월 사이, 그리고 자원이 허용된다면, 더 미래에 다
시 한 번)

자료 47

전이 및 영향 평가의 핵심

수행하는 이러한 유형의 평가는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중기 및 장기적인 기

학습자의 업무 환경에 교육 과정으로부터 학습한 내용의 전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
고 이 교육 과정이 학습자의 조직, 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에 사회변화를 이끌
어내는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제1부, 1.4에서 살
펴본 체계 접근법을 회상해보자. 사회변화는 우리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소와
수많은 개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
실을 이미 확인하였다. 이는 이런 유형의 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때 당면하게 될 어려움들
을 일부나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이 및 영향 평가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설정한 장기 성과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의 증
거를 확립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잘 설계된 평가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집한 정보 유형이 일관되며 이러한 정보를 누적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에서 수집한 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 즉 예를 들어서 교육
종결 시에 학습자가 작성한 실천계획과 실제로 수행된 것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
이 및 영향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이 및 영향 평가 수행의 핵심이다.
인권교육의 체계 접근법 논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화에 기여하는 요소들, 특히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경우에는 언제나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2007년 5월 캐나다 몬
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인권교육 평가 심포지엄에서 “인과(attribution)”의 문제가 다루어졌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사례

가장 간략화해서 표현한다면, 전이 및 영향 평가
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인권교육의 전이 및 영향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수집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전이 및 영향 평가의 목적 규정
정확한 질문을 판단하고 묻기
•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를 학습자의 업
무 환경에 전이하는 것에 관하여
• 개인,

조직/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사회 차원의 변화에 교육의 보다 장기적
기여에 관하여
평
가
방
정확한 출처에서 해답 구하기
• 학습자, 학습자의 동료 및 고용주, 공동체 법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론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고찰과 적절한
결론 도출
• 학습의 전이 및 보다 광범위한 변화의
발생 여부 및 그 이유 판단

• 3개월에서 6개월 후, 그리고 다시 한번 12개
월, 18개월, 또는 24개월 후에 학습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무작위
샘플 면담 실시

• 학습자가 현재 진행형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
록 모임 주선 및 네트워킹 기회 마련

• 공동체 구성원, 학습자의 상사 또는 기타 최초
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과
의 협의를 통해 교육 과정이 보다 광범위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판단

전이 및 영향 평가를 통해 학습한 바에 의거
한 실천
• 이 정보를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 구체적 교육 과정 또는 총체적인 인권교
육 전략 또는 가능하다면 평가 과정 개선
• 보다 광범위한 인권교육계와 결과를 보
다 널리 공유
출처: Del
 Tufo, “What is evaluation?”

며 인권교육에 있어서 전이 및 영향 평가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해볼 것이 권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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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2부

대성과 또는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4.9 목적 정의: 왜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가?
전이 및 영향 평가의 주요 목적은 중기 및 장기 차원에서 교육 과정

우리가 미리 선택한 목적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질문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양의 데이터가 산출되기 쉽다.

또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
이 포함된다:

4.10 질문을 정하고 답을 구하기: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 중기 및 장기 차원의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대한 데이터 수집
• 교육

과정이 교육욕구 진단에서 파악한 원래의 간극 또는 문제를 해결했는지
를 평가
• 학습이 집단, 조직, 또는 주변 공동체에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를 판단

• 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의 증거 추적
•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 판단
• 이해관계자 및 후원자들에 대한 책임성 확립
전이 및 영향 평가는 인권교육 과정 시행 이후 미리 정해진 기간 후에, 보통은 3개월에
서 6개월 사이, 그리고 다시 한 번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보다 장기적인
성과 평가는 평가 목적, 답변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문, 그리고 가용 자원에 따라 교
육 과정 종결 이후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평가
에서는 교육 과정 이래로 학습자가 발전시켜온 맥락과 학습자가 핵심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질문들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교육에 참가한 학습자가 변화에 미친 역할은 어떤 것인가?
• 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학습자의 역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전이 및 영향 평가는 인권교육가들이 교육 과정의 결과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
켜준다. 이들 평가는 인권교육가로 하여금 학습자의 최초의 반응과 학습을 넘어 학습자가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원래 업무 환경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
용하는지를 포착하는 방향으로 학습자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전이 및 영향 평가는 평가 시간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평가하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수집한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평가 과정 전체에 걸쳐서,

즉 교육욕구 진단에서부터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와 전이 및 영향 평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물었던 질문들 사이에 일관성을 갖춰야만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긍정적인 성
과로 움직였다는 증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이 및 영향 평가 수행 시 묻
게 되는 관련 질문들은 종종 이미 다른 평가 단계에서 물었던 질문의 변형인 경우가
많다.
커크패트릭 모형의 3단계(전이)와 4단계(영향)는 전이 및 영향 측정에서 우리가 평가하
고자 하는 변화의 유형을 명확하게 밝혀준다.
전이란 학습자의 행동 및 역량 향상 정도는 물론이고 학습자의 업무 환경에서 학습
의 시행/적용까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학습한 바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
떻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영향이란 학습에서 기인하여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교육의 결과로 공동체/사회의 변화에 어떻게든 기여하였는가?
인권교육가들은 인권교육 과정과 관련 중기 및 장기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
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다:
• 전이-단계 평가(4.10.1)
• 영향-단계 평가(4.10.2)
이 두 가지 유형의 평가를 살펴본 후에 4.10.3과 4.10.4에서는 사용 가능한 다양
한 정보 출처 및 도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명확한 목적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탐사해볼 만한 질문들은 무한히 많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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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된 교훈 파악 및 미래 프로젝트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권고 개발

정보-수집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4.10.1 전이-단계 평가
행동의 변화 및 학습의 전이 측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집단/조직/공동체로 복귀한

• 학습자가 자신이 참여했던 교육에서 배운 자료와 접근법을 활용
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후에 자신이 학습한 바를 어떻게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평가의 필

• 학습자가 교육 기간 받은 자료를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수정한다.

수적인 한 부분이다. 전이에 관한 정보는 인권교육 과정이 끝난 후 미리 정해둔 기간

• 교육의 결과 습득한 지식과 기술에 의거하여 유사한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에, 보통은 몇 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시작하여 수집된다. 전이-단계 평가는 학습자

• 교육 과정에서 배운 바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의 다른 면에 통합한다.

및 그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전이-단계 평가에는 대부분과 다음과
관련된 질문이 수반된다:
• 학습자의 업무 및 또는 생활 환경에서의 학습의 적용
• 인권교육의 결과로 학습자가 인지하는 변화

• 교육의 유용성 및 관련성
이는 종종 변화의 첫 번째 유형적 증거가 드러난 전이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학습자가 몇 개월 후 자신이 배운 바를 자신의 업
무 및 생활에 통합하였다면 이는 인권교육의 목적 달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구체적
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인권교육가들은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학
습자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한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설계자 입장에

영향 평가는 인권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보다 장기적인 차
원에서 학습자의 조직/집단 및/또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영향-단계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들은 대개 다음과 관련이 있다:
• 조직 또는 집단의 업무 단계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변화와 학습자 사이에
합리적으로/그럴 듯하게 이루어진 관계
• 학습자 및 학습자의 조직 또는 공동체의 업무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적 변화에 미치는 인권교육 과정의 기여
인권교육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이를 측
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42)

서는 학습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학습 경험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참여적 접근법에 대해서 학습한 바를 취해서 자신의 난민 권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참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재설계하는 것처럼 전이의 증거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인권교육 과정을 거친 학습자가 참여적 접
근법을 통합한 교육 사례를 시연하기보다는 난민 권리와 관련된 성공 사례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위해 이전 참가자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하는 경우처럼 전이의 증거가 예
상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참여적 접근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학습자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의 다
양한 경험을 중시하고 지식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등 이 접근법

영향 측정을 부정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을 논하기
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 사회변화는 너무 복잡해서 어떤 활동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변화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과 평가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은 영향 평가의 도전과제를 일부 드러내준다. 실
제로 영향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언제나 “너무 이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수면
에 퍼지는 파동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향은 심지어 주어진 사건

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의 전이의 다른 사례들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2) Mary B. Anderson, “Experiences with impact assessment: can we know what good we do?”,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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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들에게로의 지식, 기술 또는 태도 전이

4.10.2 영향 평가

이후에 조차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느껴질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 학습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 활동의 수혜자: 교육 과정 이후 학습

는 사실은 인권교육가들로 하여금 영향 평가 수행을 단념시키게 한다기보다는 인권

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집단, 공동체에

교육 과정 이후에 여러 시기에 걸쳐 학습자의 상황을 포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서 수집한 정보는 실제 성과에 대한 중요한 직접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는 점을 강조해준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현실적으

있다.

로 접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간격을 두고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으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보 평가: 교육 과정 시행 전후에 학습자에 관해 수

로써 인권교육가들은 기대성과 방향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있게

집한 정보는 학습자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학습자의 행동이 보다 광범위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가들은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설정한 기대성과, 목적,

한 공동체/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세부 목표로 나아가는 경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활동이 사

수 있다.

회변화에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학습자 개인의 경험
대부분의 출처에 대한 접근 여부는 학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좌우

학습자의 변화 스토리를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되며 학습자가 정보 제공에 관심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학습자가 향후 몇 개월 뒤,

효과적인 도구에 대해서는 아래의 4.10.4에 잘 설명되어 있다.

또는 몇 년 뒤에까지 평가 데이터를 제공할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학
습자의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 평가 과정에 대해 교육하여 인권교육 활동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평가 방

4.10.3 정보 출처
전이 및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 모두는 개별 학
습자와 연결되어 있다.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출처는 다음
과 같다:

43)

• 학습자:

학습자는 전이 및 영향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 출처이다.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다른 출처로는 집단, 조직, 동년배, 동료, 상사,
고용주, 학습자와 접촉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 등이다.
• 학습자

산출물/활동: 학습자에 의해 산출된 정보, 또는 교육 과정 이후의
기간 동안 학습자가 수행한 행동에 대한 정보는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
한 풍부한 데이터 출처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와 관련된 모든 경험,
프로젝트, 논의, 교육, 옹호 계획(Initiative), 자료, 출판물, 뉴스레터, 실천
및 절차의 변화는 평가할 인권교육 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을 예
증해줄 수 있다.

법 및 전이 및 영향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평가 유형들에 대해 학습
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라.
• 평가 문화를 확립하라. 교육과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가에 대한 학습
자의 참여를 격려하고 피드백을 장려하라. 평가에 호의적인 문화를 창출
함으로써 학습자는 정보를 제공한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 평가하
게 될 것이다.
• 학습자 및 학습자의 조직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라.
• 계속 연락을 유지할 진솔한 이유를 만들라. 학습자는 자신의 인권 활동
에 도움이 될 때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로 경험과 모
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이메일 그룹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 논의 집단에 여러분 및 여러분의 조직의 다른 사람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전문성, 정보, 문서자료, 매뉴얼, 기

43) Ellen Taylor-Powell and Sara Steele, “Collecting evaluation data: an overview of sources and methods”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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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단적 경험의 분석을 통해 그럴 듯한 연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권교육과

타 여러 도구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이러
한 방법 역시 영향-단계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일단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출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다음 과에서는 인권교육 과

자료 48

전이-단계 평가

정 관련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유용성이 입증된 다양한 도구와
인권교육 과정을 위한 전이-단계 데이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다.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4.10.4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
를 처리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를 수반한다. 학습자와 전체적인 평가 계획 공유, 평

• 질문지

• 학습자의 업무 및 생활환경에 학습 내용 적용

• 면담

• 다른 이에게로 지식, 기술 또는 태도 전이

• 학습자 산출물

• 교육 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학습자의 업무
에서 인지된 변화(학습자 또는 다른 이들에 의한)

• 관찰

•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난 서로 다른 성과에
대한 정보

가 방법 교육,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 추적의 중요성 소통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
서 평가 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평가 관련 문헌들은 정성적 방법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더 많은 인적, 재정적

영향-단계 평가에 효과적인 정성적 도구들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다.

자원을 요하기는 하지만 전이 및 영향 평가에 필요한 종류의 정보를 산출한다는 사실

• 영향

사례 수집은 학습자의 교육 후 경험에 대한 사례를 산출하는 효과적인 방

을 확인해준다. 정성적 도구를 통해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성과

법이다. 학습자에게 영향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교육

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수집할 수 있다. 분명 정성적 도구와 정량

과정의 학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적 도구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전이 및 영향 평가에 적합한 접근법

짧은 내러티브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인권교육 과정과

이다.

명확하며 그럴 듯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향 사례 확보에 있어서 종

전이에 관한 정보 및 행동 변화에 대한 정보는 이상적으로 다양한 여러 시간적 간

종 “영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어려움이 있다. 상당수 학습자들이 이상적

격을 두고 여러 정성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이지 않은 경험은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이해

교육 과정에 대한 전이-단계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를 분명히 밝히고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영향 사례 작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우

• 개방형

서면 답변이 포함된 후속 질문지를 적절한 시간차를 두고(예를 들어 교육 이후
3개월~6개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교육 이후 18개월~24개월 사이)

배포한다.

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실히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제4부 참조).
• 자료,

도구, 실천계획, 학습한 교훈, 모범사례와 같은 학습자 산출물을 수집하고

• 교육에 참여했던 개별 학습자 및 이들의 동료, 상사 또는 고용주를 면담한다.

학습의 전이의 증거 및 영향의 증거를 위해 이를 검토하는 것 역시 인권교육 과

• 학습자 집단과 개별 만남을 갖는다.

정과 보다 광범위한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학습자가 산출한 교육 자료 및 활동 검토 형식으로 학습자-산출물 분석을 한다.
• 학습자의 활동(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강사-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후 시행한 교육 과정)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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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도구, 특히 정성적 정보

전이-단계 평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다.

평가 도구/과정

자료 49

• 학습자 경험 사례

영향-단계 평가

인권교육 과정의 영향-단계 데이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다.
• 질문지

영향-단계 평가를 통해 우리는 다음을 측정할 수
있다.
• 학습자의 활동을 통한 보다 광범위한 변화에
미치는 인권교육의 기여

• 면담

• 학습자의 행동/태도와 학습자의 조직 또는
집단, 또는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의 보다 광
범위한 변화 사이의 연관성

• 문헌 검토
• 성공사례
• 학습한 교훈

온라인 토론
그룹

• 학습 적용에 있어 마주치는 문제들 및 학습자가 실시한 효과적 해결책에 관한
정보
• 동료 네트워크 및 그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

인권교육 영향
사례 수집

인권교육 산출물
수집 및 검토

• 보다 광범위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활동 결과를 반영하며 학습이 적용되었음
을 보여주는 경험에 대한 정보
• 보다 광범위한 변화와 인권교육 사이의 연관성을 수립해주는 정보
•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업무를 반영하는 산출물, 자료, 도구 검토
를 통한 학습 적용 시연
• 학습한 교훈 및 모범사례
• 인권교육과의 연관성 확립을 가능케해주는 정보

인권교육의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
침은 이 지침서의 제4부에서 구체적 상황에 쉽게 수정 적용할 수 있는 도구 샘플과 함
께 제시될 것이다. <자료 50>은 이러한 유형의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 조합을 보

무작위 추출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

• 평가자가 구체적 관심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인권교육과 보다 광
범위한 변화 사이의 연관성 수립을 가능케 해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습자가 속한
환경의 이해관계
자와의 후속
면담

• 학습자에게서 수집한 영향-단계 데이터를 확인 또는 확장해주는 정보

여주고 있다.

자료 50

인권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도구 조합

태생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정성적인 전이 및 영향

평가 도구/과정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

교육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
질문지

• 학습자의 업무 및 생활 환경에서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 변화 적용에 관
한 정보(전이-단계 데이터)

교육 12개월 또
는 24개월 이후
질문지

4.11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권고 작성
평가의 경우 패턴 분석(4.4.2 참조)과 삼각측량(4.4.3)은 데이터 분석의 중요
한 두 가지 방법이 된다. 설문조사를 표로 만드는 것 역시 분명 전이
및 영향 평가에서도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일 것이다. 폐쇄형 질

목적
질문
해답
분석
실천

• 학습 적용을 저해하는 요소 및 학습 적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에 대한 정보

문의 분석 및 보고된 결과물에서 패턴을 찾는 것(예를 들어 교육 과정의 수)은 평가 보고서의 외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자의 발전에 관한 정보

독자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보고자 할 만한 일종의 요약 방법이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

• 학습자의 집단, 공동체 및 어쩌면 사회 차원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변화에 인
권교육이 미칠 법한 기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줄 수 있는 정보(예상할 수 있는
유형의 변화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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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에 대
한 정보

• 모범사례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한 성과
의 누적적 효과를 감안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아래의 사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과

를 예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권교육 활동을 보다 광범위한 인권 및 수행 중인 인권교육 활
동의 체계 내에서 위치짓는 일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제1부, 1.4), 어떠한

를 추적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44)

성과가 우리 자신의 인권교육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직의 활동,
목적: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성평등 사항 관련 성과 추적

정부 프로그램, 다른 후원자의 활동 또는 사회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평가 유형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 질문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 교육욕구 진단의 일환으로 교육
전 과제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9. 여러분은

인권교육 활동에 양성평등 개념을 일관되게 통
합합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인권교육 활동의 효과를 직접적인 성과(원인)으로서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기여하
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일종의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유망한 새로운 접근법과 기여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c) 24개월 후 후속 질문지에서

60.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인권교육 활동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방법/기법을 활
용하고 있습니까?
예

4.11.1 기여도 분석(Contribution Analysis)
기여도 분석(C/A)은 John Mayne(1999) 이 개발한 것으로 2005년 호주 국제개발기구
47)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의 개발 지원 프로그램 평가에서 처음으로 적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

용되었다. C/A는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성과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특정(유형의) 분석”이다.

48)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와 논리 모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리가 달
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그려내는 효과적인 절차와 도구를 제시해준다. 성과-기반 관리

C/A는 장기적인 성과 또는 영향 달성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결과적

의 일환으로 개발된 지표들은 질, 양, 시간표 면에서 기획 또는

으로 어떤 영향이 실현되기 전에 그 영향을 입증하려 하지 않는다. 인권 및 인권교육

기대했던 성과에 비추어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제4부 참조) . 전이 및 영향을

프로젝트는 물론 개발 지원 프로젝트 역시 보통 상대적으로 단기간, 대개 3년에서 5년

(results-based management: RBM)

45)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권교육 활동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기여도
46) Fiona Kotvojs and Bradley Shrimpton, “Contribution analysis: A new approach to evalu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Journal of Australasia, vol. 7, No. 1 (2007).
44)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응답자들이 기대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편견이 결과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개방형”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5) “Results-based management tools at C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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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John Mayne, “Addressing attribution through contribution analysis: using performance measures sensibly”,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1999. June.
48) 전게서,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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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인권교육 활동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방법/기법을 활
용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 조직/집단 및/또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의 실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영향 요소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b) 6개월 후 후속 질문지에서

46)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주어진 시

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기여도 스토리”를 세울 때 우리의 조사결과의

간 내에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과 성과 사이의 “우연한 연계(casual

신뢰성과 관련 제기될 수 있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

”가 아니라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경과이다.

49)

links)

거가 필요할 수 있다.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 일에는 내용 전문가 또는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사례연구, 문헌 검토, 현장조사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어떤 활동 또는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달성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관한 정보 제공

인권교육가로서 C/A는 교육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우

에 역점을 둔 C/A는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경과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리의 교육의 기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모니터링 및 평가 틀

C/A 과정의 개략적인 설명은 뒤에 나온다.

을 활용하여 C/A는 우리의 인권교육의 영향 평가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다.

메인의 C/A에 대한 가장 최근 버전(2008) 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논리 모형 또는 성
50)

과 사슬 개발, 데이터-수집 활동,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평가를 포
자료 51

인과관계 수립의 어려움

성과와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럴 듯한, 또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여도 스토리” 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메인(Mayne)은 이러한
51)

분석의 목적은 어떤 성과에 대한 기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성
과에 활동 또는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또는 만들고 있는 기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관찰된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집중함
으로써 C/A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향해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확실성 을 수
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기여의 의미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관찰 내용에

인권교육의 경우 인과관계 수립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인권교육 행사
또는 프로그램 이후에 인권침해가 줄어들었다면, 인권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인권침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광범위한 공동
체 내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침해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권교육 행사나 프로그램 덕분에 개인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더 잘 인지하게 되고 인권침해를 보고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인권침해 보고 건수 증가와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대한 대안적 설명 을 평가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인권교
육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면 여러분의 조직
이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기 전에 이 직원이 다른 조직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
은 적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의 기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여 정도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입증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기여도에 대한 불확실
성을 줄임으로써 더욱 명확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찰과 때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메
49) Fiona Kotvojs and Bradley Shrimpton, “Contribution Analysjs”
50) John Mayne, “Contribution analysis: an approach to exploring cause and effect”, ILAC Brief No. 16, Institutional Learning

자료 52

기여도 분석

이 사례는 기여도 분석을 활용하여 영향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1. 수집된 데이터에 의거한 변화의 증거를 간략하게 묘사한다.
2. “기여도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는 기여를 묘사한다.
3. 변화의

대안적 이유를 제시한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브레인스토밍
과 조사를 하고 다른 출처도 교차확인한다.
4. 의미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대안적 설명의 가능성을 반박 또는 지원한다.

and Change(ILAC) Initiative Rome, 2008. May.
51) Ibid.,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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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6단계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단계들을 밟아나감으로써 프로젝트 평가자는

5. 개연성 있는 연관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여러분의 “기여도 스토리”를

정의 개연성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른 두 가지 요소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여성 투표율이 이렇게 많이 증가

수정한다.

한 것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 여성의

투표를 장려하는 미디어 캠페인이 있었지만 선거 이틀 전에야 시

사례

작되었으며 가시성이 한정적이었다.

긍정적 사회변화의 가능한 증거

• 특정

후보가 학교 재정 지원 의사를 표했으며 여성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여성의 투표 패턴과 출구조사
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가능한 설명
• 우리의 설명:

일련의 인권교육 과정 전후의 경찰 태도 관련 데이터 비교분석에 의거하여 우

대해 인권교육 과정을 통해 선거관리단과 경찰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여성들

리는 이들이 선거 시기에 보다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여

이 투표에 더 안전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는 선거관리단과 경찰 측면에서 행동

성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지난해 내내 전반적으로 개선을 보였다. 개선된 경찰

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준다.

의 태도가 투표 활동 참여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을 것이다.

• 대안적 설명:
여성의 투표를 장려한 것은 미디어 캠페인이었다.

미디어 캠페인은 지역 선거 이틀 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한 설명이다.

4.12 전이 및 영향 평가의 도전과제
장기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를 특정 인권교육 과정과 연계시
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록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

• 대안적 설명:

니다. 기여도 분석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에 접근함

여성들은 학교에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특정 형현지 후보를 지지하기 위
해 투표한 것이다.

으로써 인권교육 영향 평가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이 및 영향 평가의 또 다른 도전과제는 인권교육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비공식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특별히 여성 유권자에게서 많은 득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한 설명이다.

이해관계자 및 이전 학습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처음에, 즉 다시 말해 교육
과정이 끝난 직후에는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들과 계속 연락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나누는데 여전히 열심이기 쉽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시

결론

자기 업무에 치이기 시작하면서 종종 소통이 뜸해지고 학습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장 최근의 전국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상당 정도 증가

했다는 것은

(150%)

여성문제에 대해 선거관리단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인권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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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맞닥뜨려온 불안감과 양성 평등 관련 사안에

거나 피드백을 요청한다거나 학습자들에게도 역시 질의나 피드백 요청을 장려하고 사

어떻게?

진을 공유하게 하고 가능한 한 자주 직접 만남을 갖게 하고 연락처 변동 여부를 계속

전이 및 영향 평가 수행 절차는 다른 평가 유형과 동일하다.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 목적 규정

전이 및 영향 평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활동과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에라도 수행된다. 몇 달 전, 또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교육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특히 긴급한 수요가 있는 확실한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나
보다 최근의 교육 과정이 존재할 때에는 어려운 일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인권교육

• 정확한 질문 파악
•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정확한 출처에서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권고 작성
•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

과정과 관련된 수많은 우선순위의 균형을 찾는 일이야말로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인
권교육가들이 개발해야만 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전이-단계 평가: 학습자가 학습한 바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평가하고 학습

영향-단계 평가: 인권교육이 학습자가 일하는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 미친

4.13 요약: 전이 및 영향 평가
이 장에서는 전이 및 영향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핵심 개념
들은 다음과 같다.

영향을 측정하고 인권교육이 이러한 보다 광범위한 환경의 사회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하고자 노력한다.
전이 및 영향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는 대개 정성적이다. 질문지, 면담, 관
찰, 그리고 자료, 도구, 성공 사례, 학습한 교훈, 모범사례와 같은 학습자 산출

전이 및 영향 평가란 무엇인가?
인권교육 과정 시행 이후 최소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시작하여 서로 다른 시간
차를 두고 반복함으로써 교육과 관련된 중기 및 장기 성과를 판단하는 평가 유형

왜?
전이 및 영향 평가는 인권교육가들이 인권교육 과정의 결과 어떤 변화가 일
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서 인권교육가들은 행동이 어

물들은 전이 및 영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
하는 접근법으로는 삼각측량, 패턴 분석은 물론 기여도 분석과 같은 유망한 새
로운 접근법도 포함한다.

결과
전이 및 영향에 관해 수집된 정보는 중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
어졌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떻게 변화했는지, 학습이 어떻게 전이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발생한 영향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평가를 통해 어떤 인권교육 과
정이 여기에 참여한 개인에게, 그들의 조직/집단 및/또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

4.14 전이 및 영향 평가 예시

체/사회에 미친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학습자
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 문화를 수립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러한 평가 수행

상황

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국가 인권 계획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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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동과 인권교육 사이의 연관성을 수립한다.

는 부처 업무에 인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부는 부처 선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가 교육을 통해 습

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

득한 인권 지식 및 기술을 부처 내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

단했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의 관리자가 인권교

였는가?(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가 개별 실천계획을 시행하였는가?)

Social Affairs, MOSA)

육에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인 권리의 길(RIGHTS WAY)에 연락
해 부처의 고위 관리자를 위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권
리의 길(RIGHTS WAY) 측은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와 함께 이 교육

•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는 교육의 어떤 면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는가?
•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을 맡기로 동의하였다. 먼저 교육욕구 진단 수행으로 시작하여 사회문제관련 부
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를 위한 4일 과정의 교육을 설계하여 시행하였

전이-단계 평가의 출처 및 도구
전이-단계 정보를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로부터 수

학습자들은 또한 자신들이 학습한 바를 실제 자신들의 업무 환경에 대입하기 위

집하기 위해 권리의 길(Rights Way)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한 개별 실천계획을 만들 것을 요청받았다.

• 교육 과정이 종결된 지 6개월 후 교육에 참여했던 사회문제관련 부처
(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전이 및 영향 평가

관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습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개별 계획 이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논의 그룹을 활성화하였다.

1. 목적
전이 및 영향 평가의 목적은 권리의 길(Rights Way)이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고위 관리들을 위해 실시한 인권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중기 및 장기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시
간의 경과에 따라 교육이 인권 개념을 자신들의 업무에 통합하는 개인 및 부처

(b) 영향-단계 평가
• 개인 및 부처 차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난 변화와 교육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가?

의 역량 변화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 차원의 변화,
예를 들어 부처의 서비스 수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든가 하는

영향-단계 평가의 출처 및 도구

변화와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

사회문제관련 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MOSA) 관리로부터 영향-단계 정보를 수

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집하기 위해 권리의 길(Rights Way)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교육

과정 종결 1년 후 부처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2. 정확한 질문을 파악하고 정확한 출처에서 답을 구하기
전이 및 영향 평가에서 다뤄야 할 핵심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사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논의 그룹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국제 사회에 보다 널리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성공사례를 요청하였다.

(a) 전이-단계 평가

152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2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단계별 과정┃ 153

제2부

제2부

다. 교육이 끝날 때 권리의 길(RIGHTS WAY)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실시하였다.

제5단계:
결과 보고-평가 보고서
평가 과정의 정점은 성과를 적절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성과를 보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서면 평가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유
형의 평가가 요구되지만 이 장에서는 인권교육 과정의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결과를

일까?
• 이들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우리의 평가 결과를 적용할 만한 사람
은 누구인가(주 사용자)? 결과에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부차적 사용자)?

평가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미리 다룸으로써 우리가 의도한 이해관계자
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관련이 있을 만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의적절하고 행동-중심적 방식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면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는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효과적인 보고서 구성을 위한 틀을 대략적으로 제안하고 각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5.2 평가 보고서 작성

관계자들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권교육가들이 다양한 이해관

인권교육 과정을 위한 각 평가 보고서는 특정 대상과 함께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자의 관심사에 부응할 전문적인 문서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매우 보편적인 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침을 제시할 것이다.

다양한 청중 및 이해관계자에게 교육 과정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데이터를 조직하고 해석함으로써 여러분의 경험,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동 결과를 다른 이들이 접

5.1 보고서 기획
평가 보고서는 평가 과정에서 얻은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일관되게 총체적으로 구
성한 평가 과정의 핵심 산물이다(제2부 <자료 15>참조). 평가 결과의 의미와 신뢰성, 그리고 궁
극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있어서의 그 활용성은 평가 보고서의 질에 크게 좌
우된다.

52)

근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보고서 작성은 여러분의 인권교육에 의해 달성된 성과를
조명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미친 기여를 밝힐 기회가 된다.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몇 가지 보편적 지침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 평이하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라.
• 혼돈을 줄 수 있는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라.
• 정보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그림, 표, 도표, 삽화, 사진 등을 포함하라.

효과적인 보고는 훌륭한 평가의 필수적 특징 중 하나이다. 평가 과정을 기획할 때
부터 최종 평가 보고서 준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이 보고서를 필요로 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을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보고서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무엇

52) Martin H. Jason, Evaluating Programs to Increase Student Achievement, 2ne ed., (Thousand Oaks Corwin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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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용이하도록 제목을 달아 정보를 명확하게 구성하라.
• 구체적 교육대상(즉 누가 이 평가를 읽고 해석할 것인지)을 항상 염두에 두라.
• 교육 기간을 반영한 보고서 길이, 대개 5페이지 정도(몇 시간 혹은 하루에서 사흘 과정의 교
에서 부록을 빼고 최대 30페이지(몇 주 과정의 교육) 정도를 목표로 하라.

육)

• 전체 요약본 또는 핵심 결과 및 권고 요약본을 포함하라.

<자료 53>에는 평가 보고서 구성을 위한 하나의 틀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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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종류를 설명할 것이다. 보고서 양식과 내용은 구체적 조직, 후원자, 기타 이해

음 장에서는 각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보고서 준비

-사용하는 평가 도구

에 유용한 몇 가지 도움말을 제시할 것이다.

-정보 출처
• 주요 조사결과, 즉

자료 53

평가 보고서 구성을 위한 틀 제안

-조사결과 요약 및 논의/설명
-분석/해석

시작 페이지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 제목 페이지
• 축약용어 및 약어 목록
• 부록을 포함한 목차

• 조사결과와 분석에 확실하게 의거한 결론
• 현실적인 관련 권고
• 행동의 분명한 우선순위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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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요약

3부: 결론 및 권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고서 구성

(보통 3부)

부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부: 교육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 배경 및 상황 정보
• 교육 목적 및 세부 목표
• 내용 개요
• 교육 접근법 및 방법론

• 교육 과정 일정표
• 세부 데이터 및 분석
• 데이터 수집 도구(예를 들어 질문지 사본, 면담 기록)
• 전체 평가 계획
• 교육 과정에 참가한 학습자 명단

• 학습자 선정 과정
• 학습자 프로파일
• 강사, 자원인사, 전문가
• 교육 자료

5.2.1 평가 보고서 시작 페이지
2부: 교육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의 목적
• 보고서 대상 독자
• 평가

방법론, 즉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설명
-다뤄야 할 핵심 질문들

평가 보고서 시작 페이지는 기본적인 맥락 정보를 제시해준다.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a) 제목 페이지
(b) 축약용어 및 약어 목록
(c) 부록을 포함한 목차
(d) 총괄요약
(e) 보고서 구성(보통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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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록을 포함한 목차

(a) 제목 페이지

부록을 포함한 상세한 목차는 독자로 하여금 평가 보고서가 어떻게 구
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며 내용의 개요를 제시해주어 가장 관심있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권교육 및 증진
인권교육가 역량 강화

2011년 2월 7일-11일

평가 보고서 제목에는 평가
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명확
한 참조,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의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출판했
다면, 두 보고서 모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다.

(d) 총괄요약
이 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간략한 요약(반 페이지 정도에서 최대 세 페이지)이 들어가야 한다. 장
편 보고서에는 총괄요약본을 붙이는 것이 관행이다. 단편 보고서에도 핵심 조사결과
와 관련 권고를 요약한 반 페이지 정도의 순서를 앞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요약에는
주 사용자(즉 의사결정자) 및 조사결과에는 관심이 있지만 전체 보고서를 읽을 필요 없는 사

날짜

람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담아야 한다.

평가 보고서가 완료된 날짜
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에 대한 설명(이 경우에는 교육 과정)
• 평가 목적(평가를 수행하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Box 500 Amaba City, Sonotu
www.nhri.so

보고서를 준비한 조직
의 연락처
조직 이름, 로고, 연락처 정보
를 담아야 한다.

• 탐구 질문 및 평가 범위
• 데이터 주요 출처 및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 주요 조사결과 요약
• 증거와 분석에 의거한 결론
• 권고 요약

(b) 축약용어 및 약어 목록
평가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축약용어 및 약어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몇 가지

• 평가의 주요 한계 또는 제약 요소
총괄요약은 과거 시제로 작성하며 제목을 달아 부문별로 나누지 않는다. 보고서에
서 언급되고 확인된 정보만을 담아야 한다.

사례이다.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
HRE human rights education (인권교육)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e) 보고서 구성(보통 3부)
평가 보고서는 보통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평가 상황을 담은 시작 페이지에 덧
붙여 이 세 부분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부의 내용은 보고서의 별도의 과
에 간략한 개요를 담아야 한다. 아래에 사례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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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보고서

보고서 제목

등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파악된 교육 필

평가 보고서의 주요 세 부분53)
보고서 1부에서는

보고서의 1부에는 “인권교육가 역량 강화”라는 교육 과

대개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담
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담긴다. 워크숍의 간략한 설

• 평가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한다.

1부: 교육 과정 설명

명이 제공되고 목적, 세부 목표, 과정과 내용, 그리고
교육 시행의 실질적, 관리적 차원의 내용이 제시된다.

• 교육의 목적 및 세부 목표의
개요를 제시한다.
• 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설명한다.
• 교육 과정 시행의 실질적 및
관리적 측면을 요약설명한다.

2부에서는 사용된 평가 과정 및 방법이 설명되고 워크숍

2부에서는

평가 과정을 설명하
고 조사결과와 그 분석 및 해석
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2부에서 제시된 데이
3부에서는 취득한 모든 피드백에 의거한 결론과 권고

교육 과정의 전반적 목적 및 구체적 세부 목표를 명시한다.

(c) 교육 과정 개요
교육 과정의 내용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전체 교육 일정표를 첨부할 수도 있다.

(d) 교육 접근법 및 방법론
교육에 사용된 교육적 접근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용된 교육 방법 및 기법의 사
례를 제시한다. <자료 54>에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결과가 제시된다.

3부: 결론과 권고

(b) 교육 목적 및 세부 목표

터에 의거한 결론과 권고, 그리고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미래
변화 권고가 포함된다.

가 제시된다.

(e) 학습자 선정 과정
학습자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학습자 선정에 사용한 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f) 학습자 프로파일
학습자 집단/교육대상을 설명한다(예를 들어 학습자의 수, 성별 분류, 학습자 특성). 부록에서는 학습자
전체의 명단을 학습자 이름, 가능하다면 소속 조직/기관명, 그리고 연락처를 가나다
순으로 첨부한다.

5.2.2 1부: 교육 과정 설명
이 장에서는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설명이 제시된다. 포함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다.

(g) 강사, 자원인사, 전문가
각 강사, 자원인사 및/또는 전문가의 경우 이름, 연락처, 그리고 가능하다면 발표
주제를 포함하여 인권교육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설명한다.

(a) 관련 배경 및 상황 정보
교육 과정의 제목, 조직자의 이름, 날짜, 장소, 교육 기간 등을 명시한다. 후원자

(h) 교육 자료
창작 또는 개작한 교육 자료를 설명한다. 문서자료를 만들었을 경우 보고서와 함께

53) Kris Zimmermann, Janise Hurtig, Erin Small, “Stage 3: Writing an evaluation report”, Tools of the Trade: A CWIT Guide

파일을 보내거나 파일이 없을 경우 사본을 첨부한다.

to Participatory Evaluation.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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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교육 과정 평가

요 및 사회정치적 환경과 관련 교육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다.

• 데이터 출처(즉 누구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그 출처는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자료 54

교육 접근법 설명

• 데이터 분석 과정
• 평가 설계 또는 시행의 한계점(예를 들어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즉 데이터 출처)에게 이 데이터 수집 도구가 적

이 워크숍에서는 학습에 참여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접근법의 기본 전제

절했는지)

및 평가 수행에서 맞닥뜨린 도전과제

는 대부분의 내용은 학습자 본인에게서 나오며 워크숍은 이러한 내용을 끌어
내기 위한 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소집단 활동 결합,

데이터 수집 도구를 부록에 첨부한다.

자원인사의 발표, 사례연구, 전체 토론 등이 있다.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설계
모형은 성인 경험적 학습 원칙에 의거하였다. 실질적 적용과 행동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학습 과정의 핵심은 지속적 성찰과 평가였다.

(d) 주요 조사결과
이 장에서는 위에 설명된 평가 과정 및 수집된 기타 데이터로 보충된 평가 과정의

적인 영역에 대해 보고한다. 교육 과정의 각 세부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4)

5.2.3 2부: 교육 과정 평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결과는 항상 평가의 목적과 다시 연관지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조사결과에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경

(a) 평가 목적
평가를 왜 수행하였는가?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하는가?

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결과를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질의한 평가 질문
• 응답자 수

(b) 평가를 위한 대상

• 질문과 관련된 조사결과 또는 성과

보고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즉 누가 이 보고서를 읽는가? 보고서의 정보를 누가 사용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 조사결과 및 해석에 대한 논의

사용할 것인가?)

• 데이터가 보여주는 교육 과정의 강점 또는 약점
• 서로

다른 학습자 집단이 서로 다른 응답을 보였는지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서 여성

(c) 평가 방법론

과 남성).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데 대한 가능한 설명

이 장에서는 평가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수집된 데이터 유형(예를 들어서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 사용한 데이터 수집 도구 및 이를 선정한 논거(예를 들어 질문지, 면담)
• 데이터 수집 절차(즉 누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 예를 들어 직원, 진행자, 교육 과정 학습자, 자원봉사자, 외부 평가자)
5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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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결과를 제공한 다음 이어서 구체

심 사안들을 다루어야 한다.
자료 55

해석과 결론

“해석은 분석한 데이터에 의미를 더하는 과정이다.” 숫자들(정량적 데이터)과 내러
티브 진술

(정성적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교육 과정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25명의 학습자 중 10명이 교육 일정이 너무 부담
스러웠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를 동일한 교육 과정을 지난 번

출처: Ellen Taylor-Powell, Sara Steele and Mohammad Douglah, “Planning a
program evaluation”,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February 1996: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Interpretation, use, and reporting of assessment results”
in Assessment Handbook: A Guide for Developing Assessment Programs in Illinois
Schools (Springfield, Illinois, 1995).
www.gower.k12.il.us/Staff/ASSESS/6_ch4.htm#Chapter%204(2010년 12월 7일 현재 접
속 가능),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UNDP), “Evaluation report”.(www.
undp.org/evaluation/methodologies.htm(2010년 12월 7일 현재 접속 가능).

실시했을 때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지난번 교육을 실시한 이래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이번 학습자 집단

주어야 할 것인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집된 데이터를 무엇과 비교할 것인지 판
단 과정이 수반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다른 평가를 통해 얻은 조사결과
• 기준 데이터

5.2.4 3부: 결론과 권고
총괄요약을 제외하면 이것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총괄요약과
결론 및 권고만 읽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욕구 진단을 통해 얻은 정보

• 평가의 주요 결론(즉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독자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서너 가지 핵심 포인트)

• 기대 성과에 대한 미리 규정된 기준(지표)

• 교육 과정 관련 여러분의 권고

55)

• 미래 평가를 위한 권고
일단 데이터를 해석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의 세부 목표 달성에 있
어서 성공 및 도전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권고안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동일한 조사결과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논의를 위한 소집단 모임을 갖는 것, 그리고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학
습자 역시 이러한 모임에 참가시키는 것이 결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은 평가자가 모든 정보를 검토한 다음에 내리는 판단이다. 결론은 조사
결과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핵

55) Ellen Taylor-Powell, Sara Steele and Mohammad Douglah, “Planning a program evaluation”,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Februa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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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과 지난번 학습자 집단이 유사한가? 어떤 경우이든,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를

5.3 평가 보고서 예시

권고안(앞에서 계속):

다음은 참고로 검토해볼 만한 방법론적으로 훌륭한 평가 보고서의 두
4. 교육 내용
이 교육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직원의 보다 효과적인 교
육 설계 및 시행 역량 구축을 목표로 하는 3회로 구성

첫째, 각각의 권고안의 위치
를 정하고 이 부분에 왜 이
권고가 필요한지를 설명할 필
요가 있다.

가지 사례이다. 두 보고서 다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10 국제 인권교육 프로그램-평가 보고서” www.equitas.org에서 확
인 가능하다. 이것은 교육을 실시한 조직 내부적으로 작성한 교육 종결
후 평가 보고서이다.

된 교육 시리즈의 첫 번째 과정이었기에 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예를 들어 촉진 기술)도 포함하는 동시에 특

• “행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권리 교육 영향 평가(REAP)” 총괄요

히 교육 설계에 주로 초점을 맞춰 판단이 이루어졌다.

약은 http://www.hrea.org/pubs/Executive_Summary_REAP-

그러나 학습자들은 촉진 기술 역량 구축 면에서 더 많

assessement-HREA.pdf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것은 외부 평가자가 수
행한 프로그램 영향 평가 보고서이다.

제2부

제2부

은 것을 배웠다면 좋았을 것이라 여겼으며 논평에서도

그런 다음 그 결과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최종 평가 질문지에서 20명
중 15명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평했다).
따라서 후속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이러한 필요를 반영
하여 촉진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포함

마지막으로 취하고자 생각하
는 행동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문장을 사용해 권고를 작성한
다.

할 것과 다음 워크숍 이전에 학습자들과 이를 실증할
것이 권고된다. 한 결론과 권고가 제시된다.

5.2.5 부록 및 첨부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과정 일정
• 데이터 분석 세부사항
• 데이터 수집 도구(예를 들어 질문지, 면담 지침)
• 수집 데이터 예시(예를 들어 학습자의 의견, 교육 기간 학습자가 만들어낸 결과물)
• 교육에 참가한 학습자 명단

166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2부 인권교육 평가하기: 단계별 과정┃ 167

Memo

제2부

제3부
평가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제3부에서는 인권교육가들이 인권교육 활동을 평가할 때 다루어
야 할 중요한 사항과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유용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제3부에서 다루어질 질문
과 사항으로는 평가에서 성별의 역할, 문화, 언어 등의 효과, 평가
에 대한 평가, 시간, 자원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평가에서 성의 역할
2. 평가 문화
3. 평가를 평가하기
4. 평가 시간 및 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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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6

성(Gender)에 관한 규정

성(Gender)이란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행동, 역할, 위상,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를 설명하고 문화적인 일련의 특성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이란 단순히
여성 또는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와 이 둘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성은 이처럼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과 남성 모두 즉 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층, 인종, 민족 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성은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분석적 도구가 된다. 이
렇게 성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만을 가리키는 성별과는 다르다.

1. 평가에서 성의 역할

자료 57

여성과 소녀는 남성과 소년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공유한다. 여기에는 각각이 겪는

평가
교육욕구 진단

의사결정 기회에 대한 일반적 접근 측면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종종 태생적으로 부당
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권교육에서 교육평가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평가과정의 각 단계마
다 여성, 소녀, 남성, 소년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의미를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이 지
침서에서는 성 인지적 관점을 인권교육 활동 평가에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교육적 욕구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형성평가

교육과정 설계상 교육욕구 측정에서 파악된 성인지적 사항이 고려되고 형성
평가 검토과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확인한다.

교육 종결 후 총괄
평가

여성과 남성 간의 학습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전이 및 영향 평가

중기 및 장기 차원에서 여성 및 남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질문과 성찰을 담고 있다(<자료 57> 참조). 구체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은 교육욕구 진단을 위해 개발한 질문에서부터 학습자가 중점집단에 참여해야 하
는 판단, 영향 평가를 위해 개발한 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스며있어야 한다.

56)

2. 평가 문화
문화는 인권교육 평가의 효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를 구성하는
56) 여기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관련 설명한 주의점들은 역사적으로 또는 현재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또는 취약한 다른 집단
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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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3부

인권침해 유형과 각각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정보, 자원, 권력,

평가에서 성인지적 관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낳을 수 있다.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평가는 문화라는 안경

문화 통역자 또는 가교 역할자를 포함시킨다 .
58)

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다. 평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오해의 소

• 평가 질문지와 도구를 포함 자료를 검토해서 문화적 접근성을 확보한다.

지가 되기도 한다.

• 인권교육가로서 우리 역시 문화적 렌즈를 가지고 있음을, 즉 문화적 추정을 가지

예를 들어서 평가에 적합한 접근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교육 과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하는 것이 버릇

고 있는 것은 학습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 평가에 대한 공통의 이해 구축을 위해 우리의 평가를 평가한다(아래 참조).

없거나, 무례하거나 또는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심지어 실제로는 ‘아니오’라고 답할 상황에서도
손님 또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상 ‘예’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있
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물어본 질문 자체가 다른 문화적 사고에 뿌리를 둔 것일 수
57)

3. 평가를 평가하기

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이 끝났으니 집에 가서 뭘 구글링 해보시겠습니까? 라

고 묻는 것이 이제 교육이 끝났는데 혹시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라고 학습자
에게 묻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첫번째 방식과 같은 평가 질문은 상당수 학습자 집

평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가 절차 및 도구를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전에 “시험”해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특정한 문화적 경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평가 양식을 작성한다는 선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 잠재적

평가 방법, 전략, 기법 또는 도구의 유용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인권교육가로서 문화가 평가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또는 언어가 어떤 집단이 주어진 질
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의 효과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다. 문화적 관행에 대한 인지는 또한 데이터 수집 기
법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술 문화(oral culture)가 발달한 사회라면
사람들에게 서면 피드백을 기대하기보다는 구두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문화적 간극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는 다음
과 같다.

평가에 대한 평가에는 학습자가 구체적 개념 또는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
한 질문, 즉 여러분이 학습자의 일반적인 반응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질문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진행자를 기분 나쁘게 해서 눈 밖에 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는 학습자가 평
가를 부담스러워해서 상세 정보를 요하는 질문은 피하면서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는 최종 평가 데이터 해석에 너무나도 유용
한 데이터일 수 있다.
인권교육에서 여러분의 평가 절차 및 도구를 시범삼아 해봄으로써 학습자에 대해

• 학습자 프로파일 구축시 “문화”를 포함한다.
• 인권교육 개발 단계 및 이행 단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 학습자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며 필요시 연계 또는 연관성을 형성해줄 수 있는

서, 그리고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태도와 이해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한 평가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
신들의 신념과 경험에 의해 어떻게 자신들의 답변이 구성되는지를 깨닫고 인권교육에
58) The Colorado Trust,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Evaluation: A Practical Guide for Evaluators (2007).

57) Learning to Liv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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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Michael Scriven, “An introduction to meta-evaluation”, Educational Products Report, vol. 2 (February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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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한

데이터 해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59)

것이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연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서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평가 참여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따라야

답변의 질도 향상된다. 이러한 평가가 길 필요는 없다. 실제로 단순히 교육 과정을 시

할 역할과 분명한 목적을 부여한다면 여러분이 인권교육 과정을 설계,

작할 때 학습자와 대화를 나눠보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평가와 관련

개발, 시행할 때 필요한 피드백과 핵심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들에게 효과적

된 논의의 장을 열고 고려사항들을 다루는 것이다.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

평가의 시범 운영을 해보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현저하게 새로운 평가 방법론을 사

• 당면한 행사 그 이상을 생각하라. 행사의 흥분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용하기 전에, 또는 새로운 학습자 집단과 일하기 전에 프로그램 시작 시에 하는 것이

되기 쉽다. 교육 자료 개발, 참가자 접대, 진행 모두 인권교육가에게 흥미진진한

다. 예를 들어서 다른 유형의 응답 척도(예를 들어서 예, 아니오 대신 리커트 척도)를 포함하는 평가 도

업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교육 행사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인

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학습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답할 때 어떻게 생

평가를 통해서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는 교육 행사 훨씬

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할 것이다. 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된 교육

이전부터 시작하여 끝난 이후로도 한참 연장될 필요가 있다.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평가 참여가 남성의 존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파악하고 여성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수 있다.

• 보고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효과적인 평가 보고서 작성은 넓은 시야와
세부사항들을 걸러내는 날카로운 역량을 모두 요하는 복잡한 활동이다. 시간이 얼
마나 걸릴지 계산할 때 보고서 작성 시간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는 시
간, 그리고 필요시 수정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라.
• 평가 문화를 조성하라. 평가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면 평가를 지지할 것이다. 인
권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 사회변화를 이끌어내
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 판단에 있어서 학습자의 역할을 이해할 기회가 필요하다.

인권교육 개발 과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에 특화된 평가를 계획할
경우 평가를 위한 시간과 자원은 훨씬 더 집중적이며 관리가 잘 될 수 있다. 평가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의 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
다.
• 가능한

한 단순화하라. 달성하고자 설정한 목적 및 결과를 명심함으로써 종종 평
가 활동의 규모를 축소하고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를

모든 교육 과정에 평가에 관한 논의와 평가 기술 역량 구축을 포함함으로써 이러
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관계를 유지하라. 훨씬 매끄러운 평가를 하는 데에 이해관계자들, 학습자들, 동료
들, 전문가들 모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평가 예산을 확보하라. 직원의 시간 및 모든 운영비를 포함한 평가 비용이 프로젝
트와 프로그램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 많이 수집할수록 분석해야 할 데이터 양도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라.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평가 활동을 다른 활동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육욕구 진단과 관련된 질문은 신청서 양식
이나 교육 전 과제에 부연될 수 있다. 또는 현재의 인권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
들에게 여러분이 미래 인권교육 과정을 위해 개발 중인 자료에 대한 피드백 제공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로써 여러분의 인권 및 인권교육 활
동이 더 효과적이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결과에 책임
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조직이 후원자,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재정 지원과 후원을 받기 쉽다.

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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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시간 및 자원 확보

Memo

제4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법
제4부에서는 인권교육 부문에서 일하는 인권교육가들이 개발
한 인권교육의 여러 평가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
가 도구 및 기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3부

교육욕구 진단, 형성평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전이 및 영
향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를 포함한 다양한 예시가 제시될 것
이다. 이들 도구 사용을 위한 지침과 도움말은 마지막에 상세
하게 다뤄질 것이다.
경찰, 교도소 간수 등과 같은 특별 전문직을 위해 OHCHR에
서 발간한 교육 패키지를 통해 추가적인 대상-특화 평가 도구
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패키지는 OHCHR의 웹사이트
www.ohchr.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 기획을 위한 평가 도구
2.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
3. 형성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5.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6. 도움말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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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의 구성
1. 평가 기획을 위한 평가 도구: 이 장에는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를 기획하고 적절한 평가 도구를 선정하기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담
고 있다.
2.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 이 장에는 인권교육 과정 기획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구는 인권과 인권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학습자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3. 형성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이 장에는 인권교육 과정 설계 및 개발 단계의 검토
수행에 필요한 도구가 담겨 있다.
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이 장에는 교육이 시행된 이후 반응 및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언어적 도구, 서면 도구, 물리적 표현 도구
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시간 형성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역시 일부 제시되어 있다.

소개
제4부에서 제시된 평가 도구는 모두 실제 인권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것들
이다. 이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도구는 구
체적 인권교육 과정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다른 인권교육
과정에서도 쉽게 수정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구의 기본 구조

5.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이 장에는 중기 및 장기 영향 평가 도구가 포함
되어 있다.
6. 도움말 및 기법 : 이 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어떻게 수행 또는 조직할 것인
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정 도구의 장점과 단점도 개략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에 의거하여 평가의 목적과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명심하면서 여러분의 구체적

이 지침서에서 설명한 모든 평가 유형(교육욕구 진단, 형성평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전이 및 영향 평가)에 따
라 매우 다양한 도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이 인권교육 과정을

여러 번 등장하는 도구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면담은 인
권교육 개발 단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지만 다양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번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면담을 설계할 수 있다.

평가하는 도구를 모두 모아놓은 완전한 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인권교육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도구를 개발하고 수정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새로
운 도구를 만들어냄에 따라 다른 인권교육가들과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서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권 발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하고자 하는 실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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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구를 수정할 수 있다.

┃도구 목록┃

1. 평가 계획을 위한 평가 도구
1.1 평가 계획
1.2 적절한 평가 도구 선정 방법

2.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
2.1 면담

4.7 일일 질문지/종료 과정 질문지
4.8 진행자와의 보고 회의
4.9 성찰 일기
4.10 교육 종결 후 질문지
4.11 학습자 면담
4.12 학습자 실천계획을 위한 양식
4.13 학습자 실천계획 평가좌표

2.2 질문지
2.3 협의 면담
2.4 신청서 양식 활용
2.5 사전교육 과제 활용

3. 형성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3.1 내용 전문가 검토

5. 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5.1 초점집단
5.2 집단 평가 활동
5.3 3∼6개월 후 사후 질문지
5.4 12∼24개월 후의 사후평가 질문지
5.5 영향 담론-데이터 수집 도구

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4.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 그리 좋지 않았던 점은 무엇인가?
발언권 막대활용

제4부

제4부

3.2 계획 검토 지침

6. 도움말 및 기법
6.1 면담 수행을 위한 도움말
6.2 중점집단 면담 수행을 위한 도움말
6.3 질문지 개발을 위한 도움말

4.2 정중앙을 맞추고 있는가?

6.4 효과적인 질문지용 질문 개발을 위한 도움말

4.3 발로 뛰어 투표하기

6.5 등급 척도/리커트 척도 활용을 위한 도움말

4.4 진술 완성하기

6.6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움말

4.5 엽서 보내기

6.7 로그 프레임을 위한 지표 개발

4.6 머리, 심장, 손

6.8 로그 프레임 도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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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형

영향 및
전이 평가

1. 평가 계획을 위한 평가 도구

행동

시간표

나의 교육 과정과 연관지을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 추적을 위
해 무엇을 할 것인가

6개월

• 6개월 후 무작위로 추출한 학습자와 면담 진행
• 1년 후 학습자 대표 집단과 집단 평가 활동 진행

~
24개월 사이

• 24개월 후 후속 질문지 발송

1.1 평가 계획
도구 1.1 평가 계획하기

도구 1.1 평가 계획하기
예시: 평가 계획표

교육을 개발하면서 그 교육을 평가할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
러분의 교육 과정에 논리적으로 연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변화를 추적하면서 필요
평가 유형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욕구 진단

형성평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영향 및 전이
평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평가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위한 시간표 제안과 여러 도구의 조합을 보여준다. 여러분 자신의 교육 활동

평가 목적

을 위한 평가 계획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도표 역시 제시되어 있다.
시간표
평가 유형

행동

교육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 가
• 잠재적 학습자와 면담 수행
• 학습자로 하여금 사전 교육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함

나의 교육 내용 및 설계에 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형성평가

• 동료에게 설계 리뷰를 하도록 함

1월
마지막
두주

2월
둘째 주

•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함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학습자의 반응 및 학습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교
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학습자의 반응 및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일일 평가 질문지
활용
•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진행자와 보고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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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욕구 진단

시간표

누가 평가를 수행
할 것인가
누구에게 평가를
보고할 것인가

데이터 출처

데이터 수집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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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형

교육욕구 진단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형성평가

영향 및 전이
평가

도구를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
가용한 시간
및 자원

데이터 분석 방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보성

기타 고려사항
경험

사례
원거리에서 진행해야 하는 형성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온라인 질문지
삼각측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보성이 있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다양한 질문을 담은 질문지와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소수 학습자와의
면담
조직자 및 학습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기에 온라인 포럼 이외의 다
른 영향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개별 집단 평가 활동

1.2 적절한 평가 도구 선정 방법
도구 1.2 평가 계획하기

2.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정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선택지

2.1 면담
도구 2.1 교육욕구 진단

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주요 고려사항을 열거하고 있으
며 몇 가지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도구를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
수집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유형

정보 출처

맥락

사례
후원자에게 보고할 정량적 정보 수집을 위한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폐쇄형 질문을 포함한 질문지
지적 수준이 낮은 학습자 집단에 사용할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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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교육욕구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

설명:
• 동일 집단(예를 들어 학습자 집단, 자원인사)에 속한 면담 대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유도된 대화
• 교육을 위한 잠재적 학습자의 특성 및 인권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에 초점
을 맞춘 질문

도구: 시각적 도구(예를 들어 발로 투표하기)

• 관심 영역 심층 조사 및 보다 심층적인 정보 수집 허용

야외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교육욕구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 다양한 질문 형식 활용 가능: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 시나리오, 상황 설정 문제

도구: 중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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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평균 대외관계 업무 근무 기간

• 각각의 면담을 위한 면담 양식 사본

기타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면담 답변 기록을 위한 여러 자루의 펜/연필

2. 교육을 마친 후 이들이 하게 될 업무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 녹음 도구(즉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선택사항)

3. 이들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구를 위한 상황 정보
• 여기에 제시된 면담 양식은 인권에 관한 기본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 대외
관계 직원의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상황에 지침을 주기 위해

4. 잠재적 학습자 중 이전에 인권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을 어디
에서 받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5. 이 인권교육 과정이 이들의 직무 교육의 필수 과정입니까?

설계되었다.
• 이 도구는 구체적으로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
정부 대외관계 초급 관리의 인권교육욕구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구 2.1 교육욕구 진단

6. 교육에서 학습한 바를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7. 이들의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적 학습 접근법을 편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보십니까?
8. 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과 계획하고 있는 후속 작업이 있습니까?

예시: 면담 양식
9. 교육을 설계할 때 학습자 집단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기타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담 신원 정보
면담 일시:

면담 진행자 성명:

10.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려도 괜찮습니까?

면담 대상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남

여

2.2 질문지
도구 2.2 교육욕구 진단

주 소:
면담 질문

목표: 교육욕구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

1. 교육에 참가할 대외관계 관리 집단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문적 배경
교육 수준
평균 연령

설명:
• 인권 상황 및 잠재적 교육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춘 일련
의 서면 질문지

여성과 남성 비율

•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질문 양식: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

대외관계 업무 지원 동기

• 도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과 회송을 위한 지침에 대한 소개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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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집단/공동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료:

질문지에 대한 질문이나 프로젝트 관련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 각 응답자를 위한 질문지 사본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반송 질문지를 취합할 담당자의 연락처 ]
[구체적인 반송일 ]까지 이메일[이메일 주소 ]이나 우편[우편주소 ] 또는 팩스[팩스 번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질문지는 13세~17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

호 ]로 질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공동체 조직 스태프에게서 교육 필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된
A. 조직 정보

것이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

1. 여러분의

조직에서 13세~17세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활동 또는 서비스

여한 13세~17세 사이의 10대 청소년들에게 다양성과 인권교육 장려 필요 및

는 어떤 것입니까?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a)

• 이 질문지는 또한 면담 지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b)
(c)

도구 2.2 교육욕구 진단
예시: 청소년

프로그램 (13세~17세) 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 조직 스태프를 위한
질문지

2. 여러분의

조직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활동 또는 서비스 중 가장 성공적이었
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개
이 질문지는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 설계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세~17

설명:

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조직의 직원 한 명에게 이 질문

3. 이 활동 또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요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를 완성해서 [구체적인 반송일 ] 전까지 우리에게 반송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제공해주는 정보는 기밀에 부쳐질 것이며 본 교육 필요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 수집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결과는 보고서로 출간될 것이며 교육욕구 진단에 참여한 사람은 누

4.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예

아니오

주요 파트너 조직을 적어주세요:

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개인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지를 다 작성하는 데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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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이의 10대 청소년들의 다양성 존중 및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필요 및 기회 파악

B. 여러분의 공동체 내의 10대 청소년

아니오, 라고 답하셨다면 소년과 소녀의 참여에 어떤 주요한 차이가

5. 여러분 공동체 내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중 어떤 활동이 가장 우선

있습니까?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8. 10대

청소년들이 공동체 계획(Initiative)에 현재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a) 우선순위 3가지를 골라주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저의

자존감

권리와 책임

소속감

배제 및 소외

친밀한 관계 및 성

따돌림

정체성

차별과 인종차별

리더십과 시민 참여

폭력 및 갈등 해결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9. 공동체 계획(Initiative)에 10대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소로는 어떤 것
이 있습니까?
(a)

(b) 필요시, 여러분의 공동체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달리 다뤄야 할 사안이 있

(b)

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주십시오.
(c)
(c) 이러한

사안이 10대 소년과 10대 소녀에게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예

10.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공동체 계획(Initiative)에 10대 청소년의 참여를 제약하는
아니오

주요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6.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공동체 계획(Initiative)의 개발과 이행에 10대 청소년들이 어

(b)

매우 참여적입니까?

참여적입니까?

약간 참여적입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까?

※ 이 질문지의 취지상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조직에서 서비스하는 개인 및 지역적 위치를 가리킨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7. 여러분의 공동체 내의 공동체 계획(Initiative)에 10대 소년과 10대 소녀가 동등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소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소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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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종차별 및 차별 퇴치 및 인권교육의 역할
11. 다양성, 차별금지, 인권 존중에 대해 10대 청소년 사이에 인식 고양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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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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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답변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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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5. 여러분

공동체의 10대 청소년들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2. 다양성, 차별금지 또는 인권 존중에 대해 청소년의 인식 고양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설명해주세요:

활동명:
설명:
13.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의 주요 형태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10대 청소년들이 표출, 관찰 또는 피해를 받는 차별적 행동/몸짓)?

16. 여러분 공동체의 10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 청소년들 사이의 지식 수
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a) 차별의 가장 빈번한 형태를 3가지만 골라주세요.
연령

장애

성별

언어

외모

성적 지향

정치적 신념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사회적 조건

시민적 위상

(소득, 직업, 교육 등)

(불법체류, 입양, 한부모 가정, 미혼 커플 등)

임신

종교

높습니다

낮습니다

부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설명해주세요:

D. 일반 논평 및 제안
20.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13세~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공

(b) 위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차별이 10대 소년과 10대 소녀들에게 동일

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오

제4부

제4부

(a)

하게 나타납니까?
예

매우 높습니다

(b)

아니라고 답하셨다면 주요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c)
14. 여러분

공동체의 10대 청소년들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을 인지하는 방법을 알

21. 13세~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담
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
(b)

구체적으로 답변을 설명해주세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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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양성

존중을 장려하고 10대 청소년에 영향을 주는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이메일[이메일 주소 ]이나 우편[우편주소 ] 또는

제안할 만한 계기가 있습니까?

팩스[팩스번호 ]로 보내주세요.

(a) 여러분의 생각을 설명해주세요:

질문지 작성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b) 이 계획(Initiative)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설명해주세요(예를 들어서 하루
에 끝나는 활동, 2개월~6개월까지 연장되는 프로젝트 등):

2.3 협의 면담
도구 2.3 교육욕구 진단

(c) 어떤

유형의 계획(Initiative) 또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해주세요(대중
행사, 예술 프로젝트, 특별 주제 활동의 날,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목표: 교육욕구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

등):
설명:
• 토론을 안내해줄 상세한 아젠다를 사용한 협력적 문의
E. 응답자 신원 정보

• 인권 상황, 잠재적 학습자의 참여, 이에 상응하는 학습자의 교육 필요와 관련

23. 여러분 조직의 이름:

그들의 의견을 공유해주도록 모든 이해관계자 대표를 초청

24. 13세~17세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의 수

•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및 소규모 집단 활동을 통한 질문 탐구
• 면담 시간은 하루 정도, 면담 집단의 규모는 10명~15명 정도가 가장 적절함

25. 13세~17세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 이런 프로세스에는 진행과 기록을 공유할 진행자가 두 명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재료:

전국 단위 조직

지역 단위 조직

• 면담을 위한 공간

기타(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개별 참가자들을 위한 아젠다 사본(사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
• 아이디어들을 공동 기록하기 위한 플립 차트, 칠판 또는 기타 매개물

(a) 여러분의 연령:

12~18세

18~35세

(b) 여러분의 성별:

남성

여성

(c) 여러분의 직위:

36~50세

51세 이상

• 기록용 장비(즉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협의 면담 아젠다는 이 국가에 만연한 성적 폭력과 관련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필요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하루짜리 프로세스를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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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직 유형

• 이 면담에 초청되는 이해관계자들은 경찰 관계자, 여성단체, 국가 인권기구, 비

시간

과

정부 인권기구, 피해자지원센터는 물론 내무부 및 여성부 직원들도 포함된다.
• 이 도구는 구체적으로 성적 폭력과 관련 국가의 현 상황이 국가 경찰을 위한 인권

제목
협의 개요

15분

2과

진행자가 협의의 세부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첫 번째 과에서 참가자들이 언
급한 자원과 기대치를 연계시킨다.

3과

성적 폭력 관련 현 상황

교육 계획(Initiative)에 의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90분

(휴식시간 포함)

참가자들은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성폭력 해결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도구 2.3 교육욕구 진단

60분

4과

예시: 협의 면담 아젠다
60분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성적 폭력 해결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논의한다.

점심식사
경찰과 협조하는 기존의 사례 평가

목적
이 하루짜리 협의의 목적은 성적 폭력과 관련된 국가의 현 상황이 국가 경찰을 위한

90분

5과

인권교육 계획(Initiative)에 의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0분

참가자들은 성적 폭력 퇴치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롯해서 경찰을 다
루는 기존 계획(Initiative)를 리뷰하고 그 영향을 평가한다. 참가자들은 또한 경찰
과 함께 일한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이들은 교육
필요를 포함하여 아직 다뤄지지 않은 필요에 대해 논의한다.

휴식시간

세부목표

경찰을 위한 국가 교육 사례

협의의 세부목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성적 폭력 및 이 점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관련 국가의 현 상황을 고찰하도록 한

90분

6과

다.

기존 순서에 의거하여 참가자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적 폭력 퇴치를 위
한 경찰 대상 잠재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범위 및 내용

• 성적

폭력을 근절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롯해 경찰이 참여하는 현재

• 특히 교육 필요 면에서 경찰과 함께 할 필요를 파악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

•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
30분

7과

다음 단계

30분

8과

평가 및 마무리

제4부

제4부

진행형인 계획(Initiative)를 탐색하도록 한다.

력 가능성은 물론 관련 전략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시간
5분

과

제목

2.4 신청서 양식 활용

환영

도구 2.4 교육욕구 진단

참가자 및 그들의 기대수준 파악하기
30분

1과

참가자 및 진행자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자원(즉, 그들이 프로세스
에 지참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뿐만 아니라 협의에 대한 서로의 기대에 대해 이해한
다.

목적: 교육

과정을 위한 신청서 양식에 기본적인 교육욕구 진단 질문 중 일부
를 통합함으로써 교육 필요에 대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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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교육
필요와 관련된 정보 수집 기능을 할 수 있다.
• 교육욕구 진단 질문은 인권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와 교육의 잠재적 학습자들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3. 성별:

남성

여성

4. 직장 이메일:*

5. 개인 이메일:*

6. 전화번호:

7. 핸드폰:

8. 자택주소:

• 다양한 질문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

* 주의: 이메일이 신청자와의 주요 연락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한다.

• 도구의 목적을 설명해주는 소개말과 양식 작성 및 반송 지침을 포함한다.
B. 신청자 단체 프로파일

재료:

9. 단체명:

• 개별 신청자를 위한 신청서 양식 사본(전자문서 가능)

10. 단체장:
11. 단체 주소: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신청서 양식은 인권교육가를 위한 강사 교육 워크숍을 위한 학습
자 선정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 설계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관련 교육
욕구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교육욕구 진단와 관련 이 도구의 구체적 목적은 보다 정확한 학습자 프로파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어 잠재적 학습자의 인권교육 필요를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번지:

거리명:

사서함:

도시명:

주/도:

우편번호:

국가명:

12. 전화번호:

13. 팩스번호:

14. 이메일(단체):

15. 이메일(대표자):

16. 웹사이트:
17. 단체 설립년도:

은 질문을 담았다. 특히 C 부분에서 E 부분까지에서 학습자의 필요를 파악 및/또는 실증할 수 있는 유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8. 직원수:
상근직:

19. 자원봉사자 수:
비상근직:

20. 단체 유형

도구 2.4 교육욕구 진단
예시: 인권교육 과정을 위한 신청서 양식(교육욕구 진단 정보도 제공)

지역 비정부기구 또는 CBO

학술 또는 연구기관

전국 비정부기구

정부

전국기구

기타(구체적으로):

21. 신청자의 교육 참가로 단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A. 신청자 정보
1. 성(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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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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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예시: 신청서 양식>에 아주 많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워크숍, 교육 프로그
램, 인식 고양 캠페인 등을 설명해주세요.
활동 1

22. 활동명:

23. 이 활동을 언제 시행하였나요?(연도/월)

24. 기 간:

25. 목적:

26. 교육 대상:

27. 활동 유형(예를 들어 워크숍, 교육 등)

43. 활동 내용(세부목표, 교육 내용, 방법론 등)
(a) 이 활동의 세부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b) 이
 활동에 사용된 방법론 및 또는 기법/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예를 들어 참여적 접근법, 강
연 또는 컨퍼런스, 교육 게임, 팸플릿 또는 전단지, 비디오 등)

여러분의 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주며 세부사항을 제공해주는 내용에 표시하세요.

28. 활동 내용(세부목표, 교육 내용, 방법론 등)

44. 나는 전체 활동 설계에 참여하였다.

(a) 이 활동의 세부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45. 상세한 참여내용:

(b) 이
 활동에 사용된 방법론 및/또는 기법/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예를 들어 참여적 접근법, 강연
또는 컨퍼런스, 교육 게임, 팸플릿 또는 전단지, 비디오 등)

46. 나는 교육 자료 설계에 참여하였다.

여러분의 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주며 세부사항을 제공해주는 내용에 표시하세요.
29. 나는 전체 활동 설계에 참여하였다.

47. 상세한 참여내용:

48. 나는 활동의 진행에 참여하였다.
49. 상세한 참여내용:

30. 상세한 참여내용:
예
50. 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사용한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31. 나는 교육 자료 설계에 참여하였다.

아니오

32. 상세한 참여내용:
51. 이 활동의 주요 성과를 적어주세요.
33. 나는 활동의 진행에 참여하였다.
34. 상세한 참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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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신청자 프로파일
35. 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52. 단체 내 직위:
53. 위치:

그렇다면, 사용한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스태프

자원봉사자

54. 단체에서 일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36. 이 활동의 주요 성과를 적어주세요.

55.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활동 2

37. 활동명:

38. 이 활동을 언제 시행하였나요?(연도/월)

39. 기간:

40. 목적:

41. 교육 대상:

42. 활동 유형(예를 들어 워크숍,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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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에서 맡고 있는 일을 설명해주세요(예를 들어 인권교육 자
료 개발, 교육 과정 진행 등):
57. 교육 참가로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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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권교육 기능에 대한 신청자의 자가진단
인권교육 설계의 숙련도
다음의 교육 설계 기술 각각에 대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적절한 답변
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숙련도를 표시해주세요

1. 경험이 없다
2. 최소한의 경험이 있다
3. 경험이 있다
4. 매우 능숙하다

지침 설계

76. 예산 설계

1

2

3

4

77. 예산 운용

1

2

3

4

진행자로서의 숙련도

58. 교육 목적 및 세부목표 파악

1

2

3

4

59. 교육 자료 개발

1

2

3

4

60. 교육 내용 판단

1

2

3

4

61. 일터에서 학습 이전 확대

1

2

3

4

62. 학습자 욕구 진단

1

2

3

4

63. 교육 평가

1

2

3

4

다음의 인권교육 시행에 활용되는 촉진 기술 각각에 대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적절한 답변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숙련도를 표시해주세
요.

1. 경험이 없다
2. 최소한의 경험이 있다
3. 경험이 있다
4. 매우 능숙하다

분위기 조성
78. 교육 공간(예를 들어 강의실) 선정 및 준비

1

2

3

4

79.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부담없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 조성

1

2

3

4

집단 역학

인권교육 과정 개발 및 시행을 위한 방법론 및 이론 적용
64. 인권교육 업무에 참여적 접근법 활용

1

2

3

4

80. 교육 과정 동안 해당 집단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1

2

3

4

65. 인권교육 이론 적용

1

2

3

4

81. 학습자들이 시간표를 준수하도록 하기(즉 시작 시간, 휴식 시간)

1

2

3

4

66. 성인 학습 이론 적용

1

2

3

4

82. 개별 학습자의 필요와 집단의 필요 조정

1

2

3

4

83. 학습자의 필요와 프로세스의 요구 조율

1

2

3

4

인권교육 자료 설계

1

2

3

4

84. “까다로운” 학습자 다루기

1

2

3

4

68. 역할놀이 설계

1

2

3

4

85. 다양하고 건설적인 활동

1

2

3

4

69. 기타 참여적 활동 유형 설계

1

2

3

4

86. 집단의 분위기를 읽고 필요시 조정하기

1

2

3

4

87. 학습자들이 집단의 역학을 고려하게 하기

1

2

3

4

평가 도구 및 기법 활용
70. 교육욕구 진단 수행

1

2

3

4

프로세스 기술

71. 단기, 중기, 장기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1

2

3

4

88. 활동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기

1

2

3

4

72. 면담 실시

1

2

3

4

89. 심층적 질문하기

1

2

3

4

73. 질문지 작성

1

2

3

4

90. 비판적 사고 장려하기

1

2

3

4

74. 학습 일기 활용

1

2

3

4

91. 학습자에 의한 교육 활동 풀어보기
(paraphrasing interventions by learners)

1

2

3

4

92. 토론내용 요약하기

1

2

3

4

1

2

3

4

인권교육 과정 조율
75. 교육 과정을 위한 물자 조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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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례연구 작성

93. 적절한 인과관계와 연결고리 찾기

1

2

3

4

E. 효과적인 진행자의 개인적 특성/자질

94. 활동 보고하기

1

2

3

4

95. 긴장을 풀어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 활용하기

1

2

3

4

109. 여러분이

효과적인 진행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신만의 개인적 자질/특성 등 장점을 세
가지만 적어주세요.

96. 다양한

참여적 교육 기법(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 역할놀이, 사
례연구) 활용하기

1

2

3

4

97. 플립차트 활용하기

1

2

3

4

98. 시청각 도구 활용하기

1

2

3

4

99. 문제 파악하기

1

2

3

4

100. 참여적 방식으로 해결책 내오기

1

2

3

4

101. 갈등 관리

1

2

3

4

예를 들어 열린 자세, 직관력 등
1.
2.

갈등-해결 기법

3.
110. 더 나은 진행자가 되기 위해 향상시키고 싶은 자신의 개인적 자질/특성을 세 가지만 적어주세요. 예
를 들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감수성
1.
2.

의사소통 기법

3.
111. 여러분의 인권교육 활동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a) 여러분의 사회의 인권문제. 사례를 들어주세요.

102. 학습자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보
다 학습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진심으로 집중하기

1

103. 학습자의 비언어적 단서를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1

2

3

4

104. 논쟁이 아니라 대화를 장려하기

1

2

3

4

105. 질문에 잘 대처하기

1

2

3

4

106. 발표하기

1

2

3

4

2

3

4
(b) 여러분의 사회의 남녀 불평등 문제. 사례를 들어주세요.

나 우편[우편주소 ] 또는 팩스[팩스번호 ]로 보내주세요.

2.5 사전교육 과제 활용

(a)

도구 2.5 교육욕구 진단

(b)
(c)

목적: 학습자들이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만 하는 사전교육 과제
에 기본적인 교육욕구 진단 질문 몇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교육 필요에

108. 진행자로서

경험한 딜레마(즉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로 교육 과정 기간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딜레마를 두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대한 정보 수집

(a)
(b)

설명:
• 학습자가 교육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교육 필요와 관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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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구체적 반송일 ]까지 이메일[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주소 ]이

적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 과정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경

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질문지 유형의 도구
• 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특성과 인권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에 역점을 둔 교

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제 인권 기준, 이러한 권리 증진에 있어
서 국가인권기구(NHRC),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소개해줄 것입니다.

육욕구 진단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
• 다양한 유형의 질문 양식이 활용될 수 있다: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

소개

• 도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소개와 과제 작성 및 반송 지침이 포함된다.

참여자-중심적 접근법의 교육 과정은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장려하며 여러분은 인
권 활동가로서, 인권단체로서 그 핵심에 서게 됩니다. 이 교육의 학습자로서 여러분

재료:

은 다른 이들과 공유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학습자인

• 각 후보자를 위한 질문지 사본(전자문서 가능)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필요는 물론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학습 과정이 됩

• 여기에 제시된 사전교육 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니다. 이 사전교육 과제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교육 기간 참여하게 될 다양한 활동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교육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체 과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 사

것은 물론, 강사에게 학습자와 그들의 교육 필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

전교육 과제는 우리가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도 귀중

공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도구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까지 이 사전교육 과제를 완성해서 보내주시기를 부

• 교육욕구 진단에 있어서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부문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지식 및 경험 수준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탁드립니다.
사전교육 과제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될 것입니
다.
•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지식

도구 2.5 교육욕구 진단
예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교육 과정을 위한 사전교육

• 학습 필요
• 지식과 경험 면에서 여러분이 제공 가능한 내용
아래의 사전교육 과제는 모든 참가자들이 작성해서 저희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내

과제(또한 교육욕구 진단 정보 제공)

주셔야 합니다. 늦어도 [날짜 명시 ]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준비 활동은 교육
사전-교육 과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과제와 관련 잘 이해가 안 되는 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제 시간에 과제를 완료해서 에퀴
타스로 보내주시는 것이 잘 다듬은 완벽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 오실 때 과제 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십시오.

이 교육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부문 국가인권기구(NHRC) 역량 강화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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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과제를 작성해서 [날짜 명시 ]까지 이메일[담당자 이름 및 이메일 주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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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사안에 대한 지식

나 우편[우편주소 ] 또는 팩스[팩스번호 ]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관련 상황 설명하기
12.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사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신청자 정보
이 자료는 여러분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보고 시에도 참가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 성(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13.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2. 이름(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14. 국내의 인권 문제에 기여하는 일차적 요인은 어떤 것들입니까?

3. 성별:

남성

여성

4. 직장 이메일:*
6. 전화번호:

5. 개인 이메일:*
15. 전통적인/오랫동안 지속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내의 비정부 및/또는 정부 단체의 역량이 지난 5
년 간 증가 또는 감소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7. 핸드폰:

8. 주소:
* 주의: 이메일이 신청자와의 주요 연락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한다.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관련 참가자의 활동
16. 여러분은 업무에서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룹니까?
B. 국제문서에 대한 친숙도
9. 아래에

열거된 각각의 국제 인권 문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해보세요. 주어진 등급 척도를 활
용해서 각 문서 옆에 있는 적절한 번호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주세요.
주의: 각 문서가 채택 또는 발효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음.

1. 잘 알지 못한다(문서에 대한 경험이 없다)
2. 약간 알고 있다(문서에 대한 제한적
경험이 있다)
3. 알고 있다(종종 이 문서를 활용한다)
4. 잘 알고 있다(항상 이 문서를 활용한다)

1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문제를 다룰 때 단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주요 도전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니터링

1

2

3

4

(b)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76년

1

2

3

4

(c)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76년

1

2

3

4

(d)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년

1

2

3

4

(e) 아동권리보호협약, 1990년

1

2

3

4

(f)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년

1

2

3

4

10. 이
 국제 문서 중 업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11. 어떤 국내 문서 및 또는 기제를 업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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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니터링에 있어서 다음 요소에
대한 친숙도를 표시하세요.

1. 개선 필요
2. 좋다
3. 아주 좋다
4. 업무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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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계인권선언, 1948년

(a) 사실규명

1

2

3

4

(b) 국제 인권 기준을 참조로 활용

1

2

3

4

(c)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1

2

3

4

(d) 데이터 분석

1

2

3

4

(e) 보고서 작성

1

2

3

4

(f) 보고서 배포

1

2

3

4

┃제4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법┃ 209

•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요청하는 피드백 내용 설명을 앞에 첨부해서

F. 필요와 제공
19. 아래의

공간에 여러분의 “학습 필요”(이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기대하는지) 두 가지와
“제공”(지식 및 경험 면에서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것)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필요:

해당 전문가에게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리뷰를 부탁하는 자료를 보낸
다. 이때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 내용

전문가의 장점은 해당 내용이 최신인지, 정확한지, 관련성이 있으며 적절

1.

한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2.

• 질문 또는 관심 주제가 잘 설명되어야 한다.
제공:

• 검토 기한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 자료 중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야 한다.

2.

재료:
20. 다음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을 얻기를 기대한다.”

• 소개하는 이메일 또는 서한
• 검토를 의뢰하는 자료 사본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이메일은 여성 인권 관련 전문가에게 보낸 것이다.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범

3. 형성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적 틀과 핵심 주제가 정확한지, 관련성이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도구 3.1 형성평가

도구 3.1 형성평가
예시: 내용 전문가와의 이메일 소통(또한 교육욕구 진단 정보 제공)

목적 교육이 완결되기 전에 교육 내용과 계획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
고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

발신: [검토를 요청하는 단체장 성명 ]
수신: [여성 권리에 대한 내용 전문가 성명 ]

설명:

주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신규 출판물에 관한

• 교육 과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권 전문가의 서면 검토
• 먼저 전문가 검토를 해줄 사람에게 연락해서

(전화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피드백
관심이 있는지,

날짜: 11월 15일

시간이 되는지 확인하고 교육 자료 리뷰 약속을 받는 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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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용 전문가 검토

출판물: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국가인권기

과를 중심으로 논평이나 제안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지침서
에 포함된 자료가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가능한 효과적이기 위해서

구의 역할에 관한 지침서

는 선생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여성 권리 내용 전문가의 성명 ],

선생님께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선생님의 논평

오늘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위에 언급된 출판물 초안에 관해 피드백과 논

과 조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지침서 초안 사본을 12월 17일

평을 듣고자 해서입니다. 지난달 몬트리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만났을 때 이에

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피드백과 기타 출판물 전체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이 지침서는 국가인권기구(NHRI) 및 파트

에 대한 논평이 있으시다면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너 단체 등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대한 활동의

는 이 지침서의 출판 시한을 3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효과성 향상을 원하는 단체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출판물은 또한

또한 본 출판물에 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담을 것입니

교육 도구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출판물 초안 단계에서 저희는 국가인권기구

다. 이 출판물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이 될

(NHRI)

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있거나 여성의 국가인권기구 권리에 관해 일한 경험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1월 30일까지 가능성 여부를

있는 엄선된 전문가 분들께 연락하여 이 초안의 검토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검토 요청 단체장의 서명 ]

출판물의 배경
이 지침서는 지난해 1월 마닐라에서 열린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의 후속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14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NHRI)의 대표가 역내 여성의 경제적, 사

3.2 계획 검토 지침

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도구 3.2 형성평가

대표사무소, UNDP, 영연방 사무국(the Commonwealth Secretariat)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

목적: 교육이 종결되기 전에 교육 계획 및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 워크숍 마지막에 참가자들의 제안에 따라 조직위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들과 함

파악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하는 것

께 이 지침서를 개발해왔습니다. 지침서 출판 재정은 UNDP, 영국문화원

(the British

, 캐나다 국제개발기구가 지원해왔습니다.

Council)

설명:
• 인권교육 설계에 전문성을 갖춘 개인에 의한 설계 리뷰에 지침을 주기 위한 교

피드백의 세부내용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선
생님께서 몇 시간만 시간을 내어 이 지침서 초안을 읽어보시고 특히 “규범적 틀 모
색”과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핵심 개념”에 관한 처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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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설계 핵심 요소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
• 대개 동일 단체 내에 교육 설계 경험이 있는 동료에 의해 수행된다.
• 동료가 실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교육 자료 검토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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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내 워크숍은 우리 단체와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유엔인권최고

• 검토를 해줄 사람에게 관심 영역을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목표(목표가 표현된 방식)가 교육 기간 학습자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바를

• 검토에 주어지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 검토가 필요한 자료와 계획 검토 지침을 검토자에게 제공한다. 짧게라도 대면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내용과 과정

• 관련 쟁점 또는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 검토일정이 적정한지

• 내용이 제시된 학습 목표와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계획 전문가의 장점은 인권교육의 전체적인 일관성 및 구조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 화제, 주제, 쟁점 등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획득함에 있어 뒷받침하고 있습니
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매뉴얼,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획득함에 있어 뒷받침하

재료:

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계획 검토 지침

• 교육 자료가 학습자에게 적절합니까? 언어 수준 또는 활동 유형은 어떻습니까? 그

• 검토 자료

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본 교육 과정을 위해 파악한 외부 전문가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합니까?(여기에는 강사에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이 도구는 인권교육 설계에 전문성이 있는 동료가 진행하는 계획 검토에 초점을

의한 발표, 영상자료, 현장방문 등과 같은 이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빠진

내용은 없습니까? 간극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더 개발이 필요한 내용이

맞춰 사용하는 지침 사례이다.
• 이 도구의 구체적 목적은 전체적인 교육 과정 설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 빼도 무방한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정보가 있습니까?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예시: 계획 검토 지침

3. 일정표
• 다루어야

할 자료의 양에 비추어 시간 배분이 현실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세요.

다음의 질문을 다루는 교육 자료 초안을 검토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든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을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평가
• 평가

계획과 학습 세부목표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

1. 목적과 목표
• 교육의 목적과 교육욕구 진단에서 파악된 필요가 일치합니까? 교육의 목적이 파악
된 교육 필요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세요.

안해주세요.
• 교육

내용과 대상 학습자에게 평가 도구가 적절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향
을 제안해주세요.

• 목표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214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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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3.2 형성평가

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 발언권

막대는 지적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예를
. 가능하다면 그 집단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물건

들어 막대기, 조개껍질, 깃털 등)

4.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 그리 좋지 않았던 점은 무엇인가?
발언권 막대(Talking Stick) 활용 (Equitas, Play it fair Toolkits(2007),

Seeds of change, Tools for meetings and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굵은 마커펜과 기록용 전지

workshops(2009)

도구 4.1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좋았던 점? 좋지 않았던 점?”을 위한 과정은 3일 과정 교육의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첫째 날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학습자 집단의 구두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

설명:
• 교육 기간 중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두 평가도구로 그날의 어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습자가 그날의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
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면에 대해서건 학습자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모두 공유하도록 한다.
•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때 집단 내의 다른 학습자들의 피드백에 대해
서도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도구 4.1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좋았던 점은? 좋지 않았던 점은?

• 하나의 물건을 “발언권 막대(Talk stick)”로 선택해서 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발
언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 학습자들은 보통 원형으로 서거나 앉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발언권 막대
를 쥔다. 그 사람은 그날의 “좋았던 점은...”이라는 맨트로 시작하여 “별로였던

“오늘 저에게 좋았던 점은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할 때 보편성에 반하는 요소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관해 몇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오늘 별로였던 점은 오전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이었습니다.”
• 진행자는 학습자의 발언내용을 큰 전지에 기록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된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에 사
용된다.

1. 학습자들에게 구두 평가 활동에 참여할 것임을 알린다.
2. 학습자들에게 원형으로 서줄 것을 요청한다.
3. 학습자 일인당 주어질 구체적 시간, 보통 1분 동안 이야기하라고 알려준다.
4. 학습자들에게

그날의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집단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특정
한 순간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한다.
5.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다.
• 그날의 긍정적 순간. “...했을 때 좋았어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한다.
• 덜 긍정적이었던 순간. “...했을 때는 별로였어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한
다. “별로였던” 순간에 대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해보도
록 장려한다. “...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해
결책을 제시해보라고 요청한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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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과정

7. 얼마 동안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학습자에게 다시 상기시켜준다.
8. 원 중앙에 발언권 막대 를 놓는다.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정중앙을 맞췄는가?” 과정은 4일 과정의 교육의 두

9. 학습자 한 명에게 원 중앙의 이야기 막대 를 집고 시작하도록 한다. 나머지 집단
과 자신의 반응을 공유한 다음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발언권 막대 를 다시 원 중
앙에 놓는다.

번째 날 일과 후 학습자 집단과의 시각적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이 도구의 구체적 목적은 학습자가 그날의 교육의 특정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0. 모든 사람이 발언권 막대 를 사용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11. 학습자의

반응을 큰 장지 등에 기록한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 과정 종
결 시 수집한 평가 데이터를 보완한다.

도구 4.2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정중앙을 맞추고 있는가?

과정

4.2 정중앙을
맞추고 있는가?(http://homepages.ed.ac.uk/calarks/arks/Materials/particip/Bull%27s_Eye.pdf에서 인용)

1. 잔지

4장을 테이프로 붙여서 커다란 과녁판을 그린다. 당일 교육활동에 관해 학습
자의 반응을 알고 싶은 네 가지의 명제(Statement)를 개발한다. 이 과녁판은 미리 준비

도구 4.2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해놓아야 한다(아래의 과녁판 예시와 명제 참조).
2. 학습자들에게

여러분이 준비한 과녁판에 서로 다른 색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로 반응을 표시하는 평가 활동에 참여할 것임을 알려준다.
3. 모든

학습자에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색의 점 또는 접착 메모지를 주고 각각의 색은

설명:
• 교육의 그날 일과가 끝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평가 도구로 학습자들은 그

서로 다른 명제에 상응하는 것임을 설명해준다. 여러분이 해당 명제를 읽으면 학
습자는 과녁의 적절한 부분에 이에 상응하는 색의 점을 붙이게 된다.

•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다소 불편해하는 집단의 경우 특히 유용하다
• 학습자들이 평가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자는 학습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 수집된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는데 사용된다

명제 1-파란색: 자원인사가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나의 인
권교육 활동에 매우 유용하다.
명제 2-빨간색: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오늘의 활동은 나의 인권교육 활동에 매우 유
용하다.
명제 3-녹색: 각 활동에 할당된 시간은 충분했다.

재료:

명제 4-노란색: 오늘의 음식은 훌륭했다!

• 종이, 마커펜, 마스킹 테이프, 네 가지 서로 다른 색의 포스트잇 또는 기타 색이
있는 스티커

4. 모든

명제를 다 다룬 후 학습자들에게 뒤로 물러서서 과녁을 보고 그날의 점수가
어떤지 보라고 한다. 이 색이 있는 점들의 무리는 그날의 활동에 대한 집단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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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활동에 관한 자신의 생각 및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4.3 발로 뛰어 투표하기(http://homepages.ed.ac.uk/calarks/arks/Materials/particip/Bull%27s_

5. 다음으로 관찰한 바를 공유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6. 과정을 마친 후 이 반응을 표로 만들어 그날의 교육에 대한 학습자 평가와 관련 일

Eye.pdf에서 수정)

도구 4.3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종의 정량적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 데이터를 교육 과정 종결 시 수집하는 평가 데
이터 보완에 사용한다.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설명:

도구

• 4.2의 “정중앙을 맞추고 있는가?”의 변형

정중앙을 맞추고 있는가?-도표

• 당일의 교육 일과를 마무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학습자들은 당일
파란색: 자원인사가 세계인권
선언에 관한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나의
인권교육 활동에 매우
유용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빨간색: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오늘의 활동은 나의
인권교육 활동에 매우
유용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체적 표현을 통해 표시하게 된다.
• 학습자의 입장이 전체 집단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피
드백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다.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다소 불편해하는 집단의 경우 특히 유용
하다.

동의한다

• 학습자들에게 왜 그렇게 투표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 학습자들이 평가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매우 동의한다

• 진행자는 학습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 수집된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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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다

재료:
녹색: 각 활동에 할당된
시간은 충분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노란색: 오늘의 음식은
훌륭했다!

• 전지, 마커펜, 마스킹 테이프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발로 투표하기” 과정은 일일 교육 종결 시에 신체적 표현을 통
한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당일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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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4.3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4.4 진술 완성하기

예시: 발로 투표하기

도구 4.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과정
1. 전지에 네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아주 커다란 과녁을 그린다. 중앙은 “아주 좋았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다”를 나타내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좋았다”, “보통이었다”, “별로였다”를 나타
내게 한다(네 장의 전지를 테이프로 붙여서 만들면 더 좋다!).

설명:

2. 이 과녁판을 방 중앙 바닥에 내려놓는다.

• 교육 당일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평가 도구로 학습자들은

3. 과녁판의

가장 중앙의 원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가장 바깥의 원은 가장 덜 긍정
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원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불만족 정도를 나타낸다. 즉 그 활
동이 어떤 식으로든 “과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다.

교육 당일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도출해낼 수 있는 3~5개의 개
방형 기술문을 완성하게 된다.
• 기술문은 미리 준비한 전지에 적거나 출력물로 학습자들에게 나눠준다.

4. 학습자들의 답을 듣고 싶은 그날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질문 목록을 개발한다.
5. 각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가리키는 과녁 위치에 선다(아래
.

의 예시로 제시된 과녁판과 질문을 참조)

• 학습자들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소집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진행자가 학습자의 반응을 기록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반응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하는 평가 자료를 보완에 사용된다.

6. 예시 질문

자신의 활동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발표

재료:
• 전지, 마커펜, 종이

2.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오늘의 활동

• 각 학습자를 위한 기술문(선택 사항)

4. 오늘의 식사

네 개의 원으로 구성된 과녁판
별로였다

도구
각 질문에 대한 반응을 표로 만들어 그날

보통이었다
좋았다

의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일
종의 정량적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 데이
터를 교육 과정 종결 시 수집하는 평가 데
이터 보완에 사용한다.

아주 좋았다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진술 완성하기” 과정은 당일 교육 종결 시에 학습자 집단의 서
면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당일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
하고 참가자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굳건히기 위한 것이다.

좋았다
보통이었다
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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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활동에 할당된 시간

도구 4.4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진술 완료

3. 진행자는...
4. 오늘 더 잘할 수도 있었을 만한 것은...

과정
1. 교육 평가 요소에 대한 개방형 서술문을 전지에 적는다. 아래 사항은 진술문들의
예시를 열거한 것이다.

공동체/지역:

남성

여성

이름(선택 사항):

2. 각 학습자에게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누어준다.
3. 작성한 전지에 적혀 있는 각 진술을 완성하도록 한다. 어떤 진술을 완성한 것인지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4. 또는 개방형 진술이 적힌 출력 사본을 각 학습자에게 나누어주고 이 사본에 진술을
완성하도록 한다.

4.5 엽서 보내기

5. 몇몇 자원자에게 답변을 읽도록 한다. 또는 시간이 허락하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도구 4.5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답을 공유하도록 한다.
6. 모든 학습자의 답변을 기록/수집한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 종결 시 수집하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는 평가 데이터를 보완한다.
설명:
대안적 과정
1.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눈다(3명~5명으로 구성된 집단)

이 집단의 피드백을 기록하게 될 것임을 설명한다. 각 집단의 보고자들은 나중에
진행자와 만나 자신의 소집단에서 나온 피드백을 논의한다.
3. 피드백을 기록한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 육 종결 시 수집하는 평가 데이터를
보완한다.

그날의 교육과 관련된 네 개의 개방형 진술을 진행자의 주소가 적힌 엽서에 완
성하게 된다.
• 학습자는 또한 자신의 피드백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엽
서 앞면에 자화상을 그리게 된다.
• 엽서는 미리 준비한다.
• 진행자는 학습자들에게서 엽서를 취합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하는 평가 데이터 보완에 사용된다.

도구
각 진술을 완성할 때 오늘의 교육 활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1. 오늘의 교육 중 내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느낀 것은...
2. 가장 유용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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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학습자 1인당 엽서 1장
• 엽서를 취합하기 위한 우체통(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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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집단으로 하여금 집단을 대표해 보고할 사람을 뽑도록 한다. 논의 기간 이 사람

• 교육의 그날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평가 도구로 학습자는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4.6 머리, 심장, 손 (Equitas, Play it fair Toolkits, 2007 인용 www.equitas.org에서 이용 가능)

• 여기에 제시된 “엽서” 도구는 그날의 교육 종결 시 학습자 집단의 서면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도구 4.6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에 대해 성찰하고 개
선점을 제안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그날의 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

도구 4.5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 그래픽 표현으로 지도하는 서면 평가 도구로 학습자는 그날의 교육의 내용과 과

예시: 엽서

정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은 물론, 자신이 학습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
인지를 표현하게 된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입니다. 왜냐하면

워크숍 또는 교육 행사명

친애하는

• 이 평가 도구는 일일 교육 종결 시에 사용할 수 있다.
• 학습자의 “생생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지적인 면에서는 물론 정서적으로 참여
하는 데에 유용하다.
•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형의 질문 양식을 사용한다.
• 반응을 담은 종이를 취합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
• 반응을 담은 종이는 이후 교육장 벽에 붙여놓을 수 있다.

때문입니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하는 평가 데이터 보완에 사용된다.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바는:

• 학습자 1인당 “머리, 심장, 손” 반응표 사본 1장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머리, 심장, 손” 도구는 당일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성찰을 안내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자화상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그날의 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느꼈고 생각
했는지를 판단하고 자신이 학습한 바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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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도구 4.6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머리, 심장, 손 응답서

예시: 머리, 가슴, 손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과정
1. 학습자 1인당 응답서 1장을 나눠준다(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참조).
2. 학습자에게 그날의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를 돌이켜보고 제시된 범주에 따라 반

머리: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사실, 정보, 분석

응표에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한다.

• 생각 풍선 옆에는 그날의 어떤 활동에서건 습득한 새로운 지식, 답하고자 하는
새로운 질문을 표시해야 한다.
• 심장 옆에는 자신이 경험한 새로운 이해, 느낌, 및 또는 감정을 표시해야 한다.
• 손 옆에는 자신이 습득한 새로운 기술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일
들을 표시해야 한다.

심장:

3. 학습자에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적도록 한다.

느낌, 자신에 대한 발견, 가치 또는 신념

4. 학습자가 개별 성찰을 마무리했다면, 둘씩 짝지어서 성찰 토론을 하도록 한다. 파

의 변화

트너와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5.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체 집단과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6. 학습자들에게서 응답서를 취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하
는 평가 데이터 보완에 사용한다.

새로운 기술, 나라면 다르게 해볼 일,
내가 취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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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도구 4.7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4.7 일일 질문지/종료 과정 질문지
일일 질문지 예시

도구 4.7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제1일-평가 질문지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1. 제1일의 세부목표
옆의 네모칸에서 적절한 응답을 골라 표시해주세요.

설명:
• 교육의 그날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또는 교육 모듈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평가 도구로 교육적 접근법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정보는 물론 그날의

이다.

모듈 2를 끝낸 지금 나는 다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화를 주어 업무의 완결성을 반영할 수 있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하는 평가 데이터 보완에 사용한다.

재료: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a) 하나의

집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현장 규정(ground rules)을 개발할 수 있다.
(b) 교육 과정의 내용과 교육적 접근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하루 일과가 끝날 때마다 또는 각각의 모듈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유형의 질문

동의한다

모듈 1을 끝낸 지금 나는 다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활동이 자신의 업무에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

• 다양한 질문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

매우 동의
한다

(c) 인권에 대한 나의 개인적 이해와 나의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와 비교할 수 있다.
(d) 세계인권선언을 이루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e) 권리와 책임이라는 개념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다.
(f) 제1일의 세부목표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적어주세요.

• 응답자별 질문지

제4부

제4부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평가 질문지는 그날의 교육 종료 시 학습자에 대한 서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 활동
(a) 여러분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활동을 열거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5일 과정의 교육 첫째 날 진행된 다양한 활동에 대
해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230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b) 여러분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적은 활동을 열거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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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교육에 참여한 진행자 및 다른 사람들(예를 들어 자원인사)에게 교육

3. (발표자 이름)의 “인권기준 및 유엔 보호 체계”에 대한 발표
옆의 네모칸에서 적절한 응답을 골라 평가해주세요.

아주 좋았다

좋았다

보통이었다

별로였다

내용과 과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물론 교육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건 개선점에 대한 제안을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a) 발표를 듣기 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 정도

• 지적인 면은 물론 정서적인 면까지 고려하는 진행자의 생생한 피드백 수집 수단

(b) 발표를 듣고 난 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 정도

의 하나이다.

(c) 발표와 여러분의 필요의 관련성

• 진행자가 자신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료 진행자 및 다른 사람

(d) 발표자의 적절한 사례 제시 정도

들이 그날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 학습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느낌은 물론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진행자가 어

(e) 발표자의 의사소통 기술

떻게 성공적으로 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해준다.

(f) 발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적어주세요.

• 효과적인 보고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교육의 성공에 필수적인 경험과
피드백을 진행자에게 전달해준다.
4. 오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적어주세요.

• 다양한 개방형 질문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질문, 시나리오, 상황 문제
• 진행자들은 교육일이 시작되기 전에 질문을 받아야만 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같은 날 학습자에게서 수집한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고 교육 과
정의 종결 시에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에 사용된다.

공동체/지역:
남성

여성

재료:

이름(선택 사항):

• 보고 회의를 위한 장소

감사합니다!

의의 장소,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이 포함된다.
• 전지와 마커펜

4.8 진행자와의 보고 회의
도구 4.8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보고 회의” 과정은 4일 과정 교육의 하루 일과가 끝날 때마다

목적: 교육 과정 기간 진행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진행자 집단과 구두 피드백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그날의 활동에 대한 진행자의 생각과 느낌을 판단하

설명:
• 논의를 인도하기 위한 몇 가지 표적 질문을 활용한 집합적 피드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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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물론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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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이 시작되기 전에 각 진행자에게 제공된 보고 질문 사본. 여기에는 그 회

도구 4.8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 오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보고회의 질문 예시

과정

행동:

1. 보고 질문을 게시하거나 각 진행자에게 서면으로 된 질문지 사본을 제공한다.

•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2. 질문들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3. 진행자들과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손을 들고 발언한 후 그

•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의견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
4. 1인당 발언 시간을 정한다(예를 들어 질문 하나당 2~3분).
5. 답변/의견을 종이에 기록한다. 기록을 보조할 사람을 따로 두도록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같은 날 학습자에게서 수집한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고 교육 과정의 종
결 시에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에 사용한다.

4.9 성찰 일기
도구

제1일-진행자 보고 회의

도구 4.9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전체적 인상:
• 전체적으로 오늘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avid M. Donahue의 메모 재인용. David M. Donahue는 미국 국제사면위원회

목적: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의 학습 인식에 대한 정보 수집
구체적 인상:
• 잘 진행된 활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
• 교육 과정 기간 다양한 시점에 활용 가능한 서면 평가 도구로 학습자들에게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묻게 된다.

• 덜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교육 과정의 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성찰하고 이를 성찰 일기에
기록한다(예를 들어 그날의 교육 일과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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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네트워크(Educator's Network of Amesty International USA) 회원이다.]

• 다른 학습자와 자신의 성찰 내용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성찰 내용에 대해
논평한다.

3. 학습자에게서 성찰 일기표를 취합한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 종
결 시 수집하는 평가 데이터를 보완한다.

• 다른

학습자와 성찰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때문에 보다 사려깊은 피드백을 장려
하게 된다.

도구
성찰 일기 시작

• 교육

일과 중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은 물론 그러한 경
험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해준다.
• 학습자의 성찰을 지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날의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경험,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분석, 반응을 기록한다.
다음의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성찰을 인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무엇을? (경험)

• 무엇을? (그 경험에 대한 묘사)

• 그래서 무엇을? (그러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 분석)

• 그래서 무엇을?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물론 분석과 해석)

• 다음으로 무엇을? (그 경험의 결과로 취하게 될 행동)

• 다음으로 무엇을? (그러한 구체적 경험이 도출할 수 있는 행동)

자신의 성찰을 완료했다면 파트너와 이를 공유하고 주어진 공간에 파트너의 논평을 기록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 수집하는 평가 데이터를 보완하는데

자신의 성찰

파트너의 논평

사용한다.

재료:
• 각 응답자에 대한 성찰 일기표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성찰 일기” 도구는 그날의 교육에 대해 학습자로부터 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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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그날의 교육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구 4.9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성찰일기

과정
1. 각 학습자에게 성찰 일기표를 제공한다.
2. 학습자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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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4.10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4.10 교육 종결 후 질문지
예시: 교육 종결 후 질문지

도구 4.10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이 질문지를 작성하여 강사 교육 워크숍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공유해주세요.
목적: 교육

과정 종결 시 학습자의 반응과 학습에 대한 인식 관련 정보 수집

1. 제1일의 세부목표
옆의 네모칸에서 적절한 응답을 골라 표시해주세요.

설명:
•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평가 도구
•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교육적 접근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인식, 교육 장소, 숙박, 다른 행정적 측면에 대한 피드백 관련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

매우 동의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강사 교육 워크숍을 끝낸 지금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a) 기본적인

교육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 학
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기획 및
개발할 수 있다.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 다양한 질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의 다른 시점에 수집된 다른 평가 데이터에 의해 보
완된다.

재료:

(b) 인권교육

과정을 위한 적절한 평가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 응답자별로 질문지 1부

• 여기에 제시된 평가 질문지는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학습자로부터 서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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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c) 참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f) 제1일의 세부목표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적어주세요.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5일 과정의 강사 교육 워크숍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
백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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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숍 활동
적절한 응답에 표시해주세요.
(a) 그 활동이 학습자 간의 경험 공유 증진에 효과적이
었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3. 교육 매뉴얼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적절한 응답에 표시하여 교육 매뉴얼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아주
좋았다

좋았다

보통
이었다

별로였다

아주
좋았다

좋았다

보통
이었다

별로였다

(a) 전반적인 질
(b) 워크숍 기간의 유용성
(c) 나의 업무에서의 잠재적 유용성
(d) 지침의 명확성
(e) 참조표에 대한 정보의 질

(b) 그
 활동이 이론과 실전 통합에 효과적이었습니
까?

(f) 워크시트의 유용성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논평:

(c)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이 활동에 배당된
시간의 양이 충분했는가?

4. 진행자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적절한 응답에 표시하여 아래에 열거된 기술에 대해
진행자를 평가해주세요.
(a)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
(b) 논의 내용을 요약하는 역량
(c) 다양한 워크숍 활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량

여러분의 반응을 설명해주세요:

제4부

제4부

(d) 발표와 대집단 및 소집단 활동의 조합이
적절했는가?

(d) 집단 내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
(e) 개인의 필요와 집단의 필요를 조율하는 역량
(f) (예를 들어서 의견을 표출하고 아이디어를 나누
기에)안전하고 개방적인 학습 환경 조성 역량
(d) 발표와 대집단 및 소집단 활동의 조합이 적절
했는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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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워크숍 개선을 위해 무엇을 제안하시고 싶습니까?

B. 행정
5. 물류
적절한 응답에 표시하여 다음에 대해 평가하세요.

아주
좋았다

좋았다

보통
이었다

별로였다

(a) 숙박

(g)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이든 공유해주세요.

(b) 회의장
(c) 식사의 질과 서비스
D. 인구통계학적 정보

(d) 워크숍 이전 조직위 측과의 통신

7. 아래의 네모칸에 표시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논평:

남성

(a) 성별:

여성

(b) 연령:

C. 일반 논평 및 성찰
6. 전반적인 워크숍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a) 이 워크숍이 당신이 기대하셨던 대로였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설명해주세요:

20세 이하

30세~35세

46세~49세

21세~25세

36세~39세

50세 이상

26세~29세

40세~45세

(c) 매년 몇 차례나 교육 과정을 진행하십니까?
1번~5번

6번~10번

10번 이상

(d) 교육 과정의 평균 기간은 얼마입니까?
1/2일

1일

2~3일

기타(구체적으로)

(e) 교육 과정을 몇 차례나 진행하셨나요?
(b) 가장 유용했다고 생각한 교육의 측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제4부

제4부

(f) 다른 강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c) 가장 덜 유용했다고 생각한 교육의 측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아니오

예

예라면,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d)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결과 어떤 부분에서든 여러분의 생각/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 이 강사 교육 워크숍의 후속 활동으로 어떤 것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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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4.11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4.11 학습자 면담
예시: 학습자 면담 양식

도구 4.11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면담자 신원 정보:

목적: 교육 과정 종결 시 학습자 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

면담 일시:

면담자 성명:

면담 대상자 성명:

설명:
• 임의로 추출한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대담 지침

단체/집단/공동체:

직위: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및 교육적 접근법 관련 학습자의 반응, 이러한 학습
에 대한 그들의 인식, 학습자의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에 초점
을 맞춘 질문들

면담 질문:
1. 교육 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전체적인 인상은 어떠합니까?

• 관심 영역을 탐색하게 해주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해준다.
• 다양한 질문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 시나리오, 상황 문제.
2. 교육 기간 다루어진 내용 중 여러분의 업무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료:
• 면담 대상자 1인당 면담 양식 1장
• 면담 답변 기록을 위한 여러 자루의 펜/연필
• 기록 도구(즉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3. 어떤 내용이 덜 유용했습니까?

제4부

제4부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면담 양식은 5일 과정 교육 종결 후에 학습자를 면담하는 면담자

4. 교육의 참여적 접근법이 여러분의 학습에 어떻게 기여하였습니까?

를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교육 종결 후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보완을
위해 학습자의 반응 및 그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좀 더 심층적인 정
보 수집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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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음에 어떻게 통합하실 계획입니까?

4.12 학습자 실천계획을 위한 양식

(a) 자신의 업무

도구 4.12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b) 자신의 단체의 업무

목적: 전이를 위한 학습 및 학습자의 계획에 대한 정보 수집

7. 여러분의

학습을 다음에 통합하려고 할 때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과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a) 자신의 업무

설명:
• 학습장 양식에 제공되는 일련의 연습문제로 학습자들은 성찰 과정 안내를 통해
교육에서 학습한 바를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계획하게 된다.
• 특정 시점에 학습자의 역량에 관한 기본 정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누적적 및 지속

(b) 자신의 단체의 업무

적 학습 평가를 제시해준다.
• 후속 평가(예를 들어 6개월 후속 질문지)로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해준다.

8.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 수집하는 다른 데이터 보완에 사용된다.

9. 나누고 싶은 다른 논평/제안/권고가 있으십니까?

재료:
• 각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 실천계획 양식 사본

• 여기에 제시된 학습자 실천계획 양식은 2주 간의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들이 자
신들의 학습을 성찰하고 전이를 위한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역량에 관한 기준 데이터를 수집하여 6개
월 후 학습자의 경과를 추적하고 학습자의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학습자가 작성한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는 평가좌표를 활용하여 교육 종결 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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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제4부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도구 4.12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학습자 행동계획 양식

•이
 학습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가질지 모를 모든 질문 또는
우려사항을 제기한다.
• 여러분

자신이 서로에 대한 자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따라서 여러분의 실천계

학습자 행동계획서

획 개발에 있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이끌어내기를 주저하지 말라.

인권교육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2주 과정의 이 교육의 궁
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단체의 인권교육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

과정 전체에 걸쳐 여러분이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다른 참가자, 강사, 프로
그램 관계자에게 원인과 피드백을 받기 위한 구체적 일정이 계획된다.

이 교육의 주요 세부목표 중 하나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얻은 여러분의 학습을 여
러분의 단체 내의 실무 업무에 통합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교
육은 전체적으로 향후 실천을 위한 전략 개발로 이어지는 비판적 분석, 성찰, 실질적
적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실천계획 설계 시 유의할 중요 고려사항
1. 나의 단체의 임무에 부합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단체의 임무, 목적, 세부목표에 부합

본 지침서에서 기술한 바대로 인권교육의 학습자 행동계획 구성요소는 인권교육

하여야 한다.

수행을 위해 귀 기관의 역량 증진 목적을 가지고 귀하의 학습된 사항을 실행으로 옮
길 수 있도록 계획 개발을 확고히 하고 기본구조를 제공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실천계획은 또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계획(Initiative)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습장은 각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의 계획에 갖는 관련

2. 나의 단체의 역량 내에 있는 일인가?
둘째, 여러분의 단체의 역량 범위 내에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단체에 이 계획 실행에 필요한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
다.
계획 개발의 매 단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개발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단체의

루기 위한 전략은 물론 여러분의 아이디어 시행에 대한 잠재적인 내적 도전과제 및
외적 위협을 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교육 과정 전체에 걸쳐 여러분은 피드백과 보정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업
무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집단 내 구성원에게 여러분

셋째, 여러분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명확한 초점

제4부

제4부

임무와 역량에 “맞는지” 생각해볼 것을 촉구받는다. 여러분은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

3. 계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나?

• 현실적인 이행 시간표
• 명확하게 규정된 세부목표와 기대성과
•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분명하게 정립된 아이디어
•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증거

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실천계획 개발 지침

기대성과 판단 및 평가에 대한 주석

• 진행자는 학습자 실천계획의 지침 및 단계를 살펴보고 교육에서 이 과정이 갖는
목적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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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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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실천계획 사례
1. 여러분의 계획의 가능한 기대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다.

사례 1

• 지식

초점

• 태도

기대성과

• 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킹 및/또는 협력 정도

가능한 활동
평가

시간표

것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협약 및 전략에 대한 직원 대상 워크숍
• 총괄: 워크숍에 대한 직원 평가
• 전이: 직원의 협약 활용 및 자신의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 적용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 정책과 입법

예를 들어 여러분의 계획이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지식/인식 고양에 초점을 맞춘

•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나의 단체 업무에 활용하는 역량 강화
• 양성평등 증진 전략의 단체 업무 통합

• 전문적 실천 또는 행위
• 헌신도

나의 단체의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을 더 잘 통합하는 것

3개월~6개월

사례 2
초점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인가?

•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비정부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과의 파트너십 건
수 및 질 증진

• 이들이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 교육 자료 교류 건수 증진

•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게 될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할

기대성과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 증진

가능한 활동

• 잠재적 파트너와의 회의, 정보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 인터넷을 통한 정기적 정보 교류

수 있는가?

• 인권교육 자료 교류
• 공동 인권교육 계획(Initiative)

2. 계획을 설계할 때,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 또는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평가

• 합리적인 일정 내에 구체적 성과가 달성 가능한가?

• 총괄: 다양한 파트너와의 현행 업무 관계의 건수 및 질 비교
• 전이: 단체 간의 관계 평가

시간표

제4부

제4부

하라. 고려해야 할 사안들로는 다음과 같다.

2개월~6개월

• 계획이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 정치적으로 타당한가?
•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실천계획 개발 절차
기간: 여러분의 계획은 교육 기간 동안에 개발될 것이다.
세부목표: 여러분의 단체/업무 내에서 여러분의 학습 재전이를 위한 인권교육 실천계
획 개발
설명: 설계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250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4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법┃ 251

제1단계-방향 설정
여러분의 단체의 인권교육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연습표 1 참조). 다

역량을 이해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서 귀
기관의 인권교육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으로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연습
.

표 2 참조)

1. 여러분 단체의 임무는 무엇인가?

제2단계-실천계획 개발
먼저 교육 전이의 개념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2. 여러분 단체의 주요 목적 및 세부목표는 무엇인가?

2주 간의 교육 과정 내내 매일 일과를 끝내면서 시간을 내어 그날의 활동에 대해
서,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성찰할 것을 권고한다. 여러분
의 생각과 의견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이 담긴 일련의 연습표들이 제공

3. SWOT

분석(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을 활용하여 여러분 단체의 인권교육 수행 현 역
량을 판단한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의 적절한 항목의 질문에 답하라.

될 것이다.

질문 1-인권교육에 있어 여러분 단체의 내적 강점은 무엇인가?

또한 교육 과정 내내 여러분이 수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정교화하고 여러분의 계

예를 들어 교육 경험 및/또는 내용 지식을 갖춘 직원들

획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 기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기록할 연습표도 제공될 것이다.

제3단계-실천계획 발표

질문 2-인권교육에 있어 여러분 단체의 내적 약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교육 설계 경험 부재, 참여적 방법론에 대한 지식 부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또는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재정 자원 부족

여러분의 실무집단 구성원에게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논평과 피드백을 받을 것이
다.

질문 3-인권교육 수행에 있어 여러분 단체의 외적 기회는 무엇인가?

제1단계-방향 설정
• 여러분의 단체의 인권교육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연습표 1 참조)
• 다음으로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파악하게 될 것
이다(연습표 2 참조).

질문 4-인권교육 수행에 있어 여러분 단체의 외적 위협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인권교육에 위기감을 느끼는 정부

예시: 연습표 1-기관의 인권교육 역량 평가

여러분의 계획에서 가능한 초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단체의
임무, 목적, 세부목표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귀 기관의 인권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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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제4부

예를 들어 유엔의 인권교육 국제 프로그램 실천계획 관련 활동 (2005년에서 현재)

적이라면 조직 차원에 역점을 둔 계획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동료나

SWOT 분석표
내적 강점

내적 약점

파트너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의 업무에 계획의 초점을
맞추고자 할 수도 있다.

1. 여러분

계획의 가능한 초점에 대한 여러분의 처음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단체에 있을 혜택, 여러
분 자신의 학습 필요, 여러분의 계획 시행 결과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성과=변화
외적 기회

여러분 계획의 가능한 기대성과는
개인, 단체/집단 또는 보다 광범위
한 공동체/사회 차원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외적 위협

여기에는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
의 변화, 전문적 실천, 네트워킹 수
준, 정책 및 입법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대성과를 어떻게 평가 또는
측정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여러분의 계획 시행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누구일 것인가? 여러분 계획의 잠재적 수혜
자 목록을 열거해보라(예를 들어 동료, 파트너 단체, 활동 참가자)

예시: 연습표 2-실천계획상의 중요 사항 분석

제4부

제4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귀 기관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학습한 바를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단체의 기존의 인권교육 업무 또는 이미 계획된 인권
교육 업무에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 중임을 명심하라. 반드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이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방금 마무리한 여러분 단체에 대한 분석에 의거하여 여러분의 실천계획
이 취할 수 있을 만한 방향을 파악하라. 필요하다면 제시된 사례를 다시 참조하라.
또한 가용한 시간 및 자원에 비추어 여러분의 단체에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수월할
지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단체가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전략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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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실천계획 개발
• 여러분은 매일 또는 매주 교육이 끝날 때 다시 여러분이 학습한 바에 대해서 성
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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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러분의 실무집단에게 실천계획을 발표, 논평과 피드백을 듣기 전에 계획
을 정교화하고 최종 마무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2. 이제

여러분의 계획의 초점을 리뷰해보라. 이번 주 학습에 대한 성찰에 의거하여 초점을
조정하거나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예시: 연습표 3-당일 학습 성찰하기
내용

3. 여러분

계획의 교육 대상을 리뷰해보라. 이번 주 학습에 의거하여 교육 대상 집단에 변화를 줄 필요
성이 있다고 보는가?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당일 교육에서 다룬 자료 열거):
•
•

4. 여러분

계획의 초점과 교육 대상을 확정했다면, 이제 이번 주 학습 내용 중 여러분의 계획에 포함시
킬 구체적 내용을 열거해보라.

•
1. 오늘의

학습 내용을 성찰해보라. 핵심 요소는 무엇이었으며 왜 그러한가? 매뉴얼, 전지 기록, 메모
등을 다시 살펴보라.

2. 여러분의 실천계획의 초점을 명심하라. 오늘의 교육이 여러분의 계획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예시: 연습표 5-최종 실천계획서

3. 오늘의

학습을 여러분의 계획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과제 또는 잠재적 갈
등은 어떤 것인가? 도전과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 태도, 신념 및 또는 실천에 있어 발생 가
능한 잠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열거해보라.

학습자 성명:

계획명:

실천계획 구성요소

실천계획에 대한 정보
실천계획의 초점은 무엇인가?

2. 왜
 실천계획이
필요한가?

실천계획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라.

예시: 연습표 4-이번 주의 학습을 성찰하고 실천계획 보완하기

제4부

제4부

1. 초점

다음의 요소에 있어서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
라.
• 지식

1. 이번

주의 학습을 성찰해보라. 이 학습을 여러분의 실천계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마주치게
될 잠재적 도전과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무엇이라 했었는지 리뷰해보라. 아래에 주요 성
찰 내용을 열거해보라. 기존에 작성한 일일 연습표를 다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태도/동기
• 전문적 실천/행위
• 정책/입법
3. 누가

계획 시행
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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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의 핵심 교육 대상을 설명하라.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

프로파일:

나의 단체 내의 개인

• 직업

나의 단체 활동의 수혜자

┃제4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법┃ 257

• 평균 연령
• 성별
• 교육수준

기타(구체적으로)

7. 언제

계획의 일정표
는 어떻게
되는가?

• 기존 인권 지식/경험
• 동기

일정표 (2개월~8개월 사이가 바람직하다)
• 전체적인 계획 및 다양한 활동의 일정을
판단하라.
• 계획 상의 활동 유형을 고려할 때 일정표
가 현실적인가?

• 기타
4. 바람직한 변화
는 무엇인가?

기대성과
실천계획에서 의도하는 기대성과를 파악하라.
기대성과는 개인, 단체/집단 또는 보다 광범
위한 공동체/사회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변화를 말한다.

8.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것
인가?

• 세부목표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구체적이
고, 측정가능해야 하며 파악된 필요로부터 직
접적으로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5. 여러분의 활동
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포함될
것인가?

1. 평가 과정을 설명하라. 예를 들어
• 평가 목적을 밝히라
• 적절한 데이터 출처 및 방법/기법을 파악
하라
2. 계획

평가에 성 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통
합되는지 설명하라.

목적 & 세부목표
• 이러한 성과를 산출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
체적인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바의 개요를 보여주는 구체적 세부목
표 판단

평가

9. 발생

가능한 제
약 요인은 무엇
이며 이를 어떻
게 해결할 계획
인가?

제약 요인 및 전략
계획에 발생 가능한 제약 요인과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라.

활동 유형
여러분의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제4부

제4부

내용
파악된 필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정된 목적 및 세부목표에 의거하여 포함시
켜야 할 화제, 주제, 사안, 정보를 판단하라.

학습자 실천계획을 위한 “현실성 점검”

6. 성 인지적 관점
을 어떻게 계획
에 통합할 것인
가?

필요한 자원

실천계획을 정교화하고 최종화할 때 아래의 현실성 점검목록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필요한 인적, 물질적 자원을 열거하라.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한 일정 내에 달성 가능한 명확한 계획인지를 판단할 수 있

취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라.

다. 점검 목록의 모든 진술을 비판적으로 숙고하여 최대한 실현가능 하도록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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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며 의견란을 따로 둔 평가좌표

현실성 점검 목록

• 특정 시점의 학습자 역량에 대한 기준 정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누
적 학습 평가를 제공해준다.

나는...

• 학습자 계획이 학습자가 학습한 바를 자신의 업무 환경에 전이할 가능성을 평가

나의 계획이 다루고자 희망하는 필요를 명확하게 파악하였다

해준다.

교육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다

•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줄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 과정 종결 시에 수집하는 다른 데이터 보완에 사용된다.

교육에서 배운 관련 내용을 통합하였다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활동(내용과 과정)을 선정하였다
계획 개발 시에 참여적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재료:
• 평가할 학습자 실천계획 각각의 평가좌표

성 인지적 관점 통합 방법을 파악하였다
계획 시행을 평가할 과정의 개요를 마련하였다
현실적인, 즉 단체의 기존 자원(인적, 재정적, 시간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계획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평가망은 3주 과정의 교육 종결 시에 진행자가 학습자 실천계획
을 리뷰 및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앞으로 2개월~8개월 사이에 현실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였다
확인된 교육욕구를 층족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6개월 후 학습자의 경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학습자
역량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학습자의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학습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구 4.13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예시: 학습자 실천계획 평가좌표

도구 4.13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1. 학습자 성명:
목적: 교육 과정 종결 시 학습에 관하여 학습자의 전이 계획에 대한 정보 수집

2. 평가 완결 시점:

설명:
• 교육 과정 기간 학습자가 작업한 산출물의 점수를 매기기 위한 기준의 개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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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학습자 실천계획 평가좌표(Grid for assessing learner action plan)

아래에 열거된 학습자 실천계획
의 각 요소에 대한 여러분의 인
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답
에 표시해주세요.
1. 이
 계획이 다루고자 하는
필요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2. 계획의

세부목표가
구체적이다.

3. 계획의 세부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등급 척도

예

예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의견

아니오

아니오

아래에 열거된 학습자 실천계획
의 각 요소에 대한 여러분의 인
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답
에 표시해주세요.

부분적으로

의견

11. 계획이 현실적이다. 즉 단체
의 기존 자원(인적, 재정적,
시간적)으로 이행 가능하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12. 계획이 앞으로 2개월~8개월
사이에 현실적으로 완결될 수
있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13. 계획의 전체적인 점수
예

등급 척도

아니오

훌륭하다

좋다

보통이다

바로 시행 가능
하다

고민이 약간 더
필요하다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14. 추가 피드백 또는 제언: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5. 계획에

제시된 활동이 세부
목표 달성에 적절하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6.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적절한
내용이 계획에 통합되어 있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7. 참여적

접근법이 계획에
통합되어 있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8. 성
 인지적 관점이 효과적으로
계획에서 다뤄지고 있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9. 계획이

파악된 필요를
다루는 데에 적절하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10. 계획의

기대성과 평가 과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예

부분적으로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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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대상이 계획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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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이 및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중점집단을 위한 과정은 교육 과정 종료 12개월 후
10명에서 1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두 피드백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5.1 초점집단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인권교육 과정의 관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중기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도구 5.1 전이 및 영향 평가
목적: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중기 기대성과 또는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도구 5.1 전이 및 영향 평가
예시: 초점집단의 쟁점-인권교육 과정의 관련성 평가

설명:

쟁점

• 교육 과정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예를 들어 8개월에서 12개월) 학습자들에게 자신

총 소요 시간: 3시간

이 학습한 바를 적용한 경험과 학습과 관련된 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학습
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논의
• 개인, 집단 또는 단체, 공동체 차원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학습자 경험을 비교 및 명확히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들어가는 말(10분)
• 초점집단의 목적
• 쟁점 검토: 내용과 과정

• 유형 증거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교육 과정과 그후 발생한 변화 사이의 가능한 인
과관계가 설립될 수 있다.

화에 대한 우리의 교육이 기여한 바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간 소식 나누기(45분)
참가자들은 교육 과정 이후의 중요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가자가 속한 사회의 인권 상황 변화
• 참가자들이 참가한 기타 교육 활동

재료:

• 집단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개인적 차원의 변화

• 회의 장소
• 초점집단을 위한 쟁점

인권교육 과정 개관(10분)

• 집단 논의에 상당 부분이 의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청각 기록이 특히 중요
할 수 있다. 기록 도구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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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했던 교육 과정에 대해 간략한 개관을 설명해준다. 이
에 대해서는 중점집단 논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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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된 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이러한 변

• 개인,

집단 또는 단체,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변화 및 학

제1부: 교육의 영향(45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참여했던 교육 과정의 내용과 교육 접근법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교육 과정
의 어떤 측면이 여러분의 인권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습 전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교육

과정과 이후 발생한 변화 사이에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를 수립하여 교육의
관련성과 효과성을 확인한다.
• 관찰된

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이러한 변

휴식시간(10분)

화에 대한 우리의 교육이 기여한 바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 평가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해준다.

제2부: 향후 교육 과정을 위한 조언(30분)

•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집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위해 어떤 변화를 제안하고 싶습니까?

재료:
• 활동 장소

제3부: 결론(30분)

• 각 학습자를 위한 활동 사본

영향 및 조언에 관해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집단에서 검토하고 요약

• 서로 다른 색의 인덱스 카드 세 벌(학습자당 색이 다른 카드 세 장)

하게 될 것이다. 진행자는 모든 정보를 확실히 기록한다.

• 미리 준비한 유체모델도표(ripple model diagram)의 전지메모본
• 전지, 마커펜
• 기록 도구(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종이 등)

5.2 집단 평가 활동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이 도구는 인권교육 과정의 중장기적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12명의 인권교육가
집단으로 수행하는 평가 활동의 한 사례이다.
목적: 교육

과정 종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한 보다 장기적인 바람직한 변
화로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2개월 전 이루어진 인권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개인적 및 단체 차원의 변화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설명:
•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 자신의 단체 및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서의 활동 중 교
육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변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성찰하는 참여적 평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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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5.2 전이평가와 영향평가

도구 5.2 전이평가와 영향평가
예시: 집단 평가 활동

단체/집단-차원의 변화
질문: 교육 참여와 관련이 있을 법한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단체/집단의 활동에 이루
어졌습니까?(예를 들어 향상된 평가 방법, 참여적 접근법 활용 증진, 다른 이들을 교육하는 역량 강화 등)

과정

노란색 카드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시간: 2시간 30분
이 평가 활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A 부분에서는 1년 전 여러분이 참가했던 교육 과정의 영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찰하
게 될 것이다.
B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의견 중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해 소집단으로 나뉘어서 활동하
게 될 것이다.

광범위한 공동체 차원의 변화
질문: 여러분의 단체의 활동과 여러분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를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상황 개
선,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력 증진)

주황색 카드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C 부분에서는 B 부분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더 큰 집단에게 발표하고 진행자가 논
의 내용을 요약하게 될 것이다.

변화의 시각적 표현
커다란 물결 모형 플립차트 버전의 해당 원에 여러분의 카드를 붙이고 다른 사람들과

A: 변화 파악(60분)
진행자는 먼저 이 활동에 대해 설명한 후 이어서 여러분이 1년 전에 참가했던 교육

여러분의 의견의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공유한다.(각 5분).
진행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록한다.

과정과 관련 물결 모형 도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단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은 1년 전에 참가했던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단체/집
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차원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색)

세 장을 각 참가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카드 한 장당 의견을 하나씩 적게 된다. 성

찰을 안내해줄 질문도 몇 가지 제시된다.

소집단을 구성하여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논의한다.
• 여러분이 파악한 변화와 여러분이 지난해에 참여했던 교육 과정 사이에 개연성
있는 연관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여러분이 파악한 변화에 기여했을 법한 다른 주요한 요소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개인-차원의 변화
질문: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 여러분의 태도, 기술, 지식에서 지난해 참가했던 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파란색 카드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 여러분 단체의 활동 수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잠재적 변화로 여러분이 참가했
던 교육 과정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여러분의 활동 및 여러분이 참가했던 교육 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보다 광범
위한 공동체 차원의 가능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
공통점들을 찾아서 목록을 개발하라.

268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4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도구 및 기법┃ 269

제4부

제4부

진행자는 여러분의 성찰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다양한 색의 카드(예를 들어 파란색, 노란색, 주황

B: 소집단 토론(45분)

5.3 3∼6개월 후 사후 질문지

C: 발표(45분)
각 집단은 논의 결과를 더 큰 집단에 발표한다. 진행자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해

도구 5.3 전이와 영향 평가

수집한 다른 데이터를 보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한다.

목적: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중기 및 보다 장기적인 기대

유채형 모형 도표(Ripple model diagram)

성과 또는 변화에 대해 학습자로부터 정보 수집
내용

학습자가 속한 단체의 활동 수
혜자의 상태 또는 조건에 있어
서의 변화 및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변화

설명:
•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예를 들어 3개월~6개월) 학습자의 업무와 생활

학습자의 단체/집단 활동의 변화

환경에 대한 학습의 전이 및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가능한 효과를 평가

개별 학습자의 변화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평가 도구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려면 기존 질문지(예를 들어 교육 종결 후 질문지)
와 동일한 질문이 일정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 집단 또는 단체,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차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인권교육

한다.
• 교육 과정과 이후 발생한 변화 사이의 개연성 있는 연관관계 수립을 도와준다.
• 관찰된 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이러한 변
화에 우리의 교육이 기여한 바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 수집된 데이터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다른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
완하는데 사용된다.
내용

• 다양한 질문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재료:
• 교육에 참가했던 학습자의 최신 연락처 정보
• 각 응답자별 질문지 사본(전자문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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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의 유용성과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질문지는 교육 과정 종료 6개월 후 학습자에게서 서면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d)도시명:

(e)주/도:

(f)우편번호:

(g)국가:

16. 전화번호:

• 교육에 참가했던 학습자들은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활동가들이었다.

18. 이메일(단체):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개인 및 조직의 역량 상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물

20. 웹사이트:

론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수집하기 위한 것

21. 단체 설립연도:

이다.

22. 직원 수:

17. 팩스번호:
19. 이메일(단체장):

23. 자원봉사자 수:

상근직:

도구 5.3 전이와 영향 평가

비상근직:

24. 단체 유형을 표시해주세요:

예시: 6개월 후 후속 질문지

지역 비정부기구 또는 CBO

학술 또는 연구기관

전국 비정부기구

정부

전국기구

기타(구체적으로):

Ⅰ부. 일반 정보
1. 성(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Ⅲ부. 개인 역량 변화

2. 이름(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3. 성별:

남성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의 행동 또는 실천 상의 변화를 말한다. 대개 중기 변화이지만 단기 변
화일 수도 있다.

여성

4. 직장 이메일:*

25. 여러분의 일상 업무에 교육 과정 기간 습득한 인권 및 인권교육 지식, 기술, 방법/기법을 사용합니
까?

5. 개인 이메일:*

* 주의: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이 주요 연락 수단이 될 것입니다.
6. 전화번호:

7. 핸드폰 번호:

10. 국가:

아니오

다음의 각 범주에 따라 여러분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26. 내용 지식:

제4부

제4부

9. 주소:

8. 팩스번호:

예

11. 교육 과정에 참가한 연도
27. 기술:
12. 단체 내에서 현 직위
28. 방법/기법:
Ⅱ부. 단체 프로파일
교육 과정 참가 이후 바뀐 정보만 적어주세요.

29.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를 일상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마주치는 도전과제들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

13. 단체명:
14. 단체장명:
15. 단체 주소:
(a)번지:

(b)거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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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아이디어/인식 및/또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37. 여러분이 교육 과정 기간 학습한 바가 어떻게 여러분 단체가 수행한 기타 활동의
중요한 성과에 기여했는지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주세요.

Ⅳ부. 단체 역량 변화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 단체의 실천 상의 변화를 말한다. 대개 중기 변화이지만 단기 변화일
수도 있다.

Ⅴ부. 학습자 실천계획(계획)
38. 여러분 계획의 현재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42번 질문으로 가세요)

31.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가 여러분의 단체의 업무에 통합되었습니까?
예

진행 중이다

아니오

완결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39.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단계를 설명해주세요.
32. 여러분

단체에서는 인권교육 활동에서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해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이 습득한 지
식, 기술, 방법/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40. 여러분의 계획 시행에 있어서 맞닥뜨린 도전과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41. 지금까지 관찰한 변화/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33. 여러분

단체에서는 인권교육 평가를 위해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 기술, 방법/기법
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42. 여러분의 계획을 왜 아직 이행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하는 평가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Ⅵ부. 네트워킹과 협력
43. 여러분의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 단체가 네트워킹 또는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35. 여러분 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상의 이러한 변화에 관련하여 관찰한 성과를 설명해주세요.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Ⅶ부. 자료 및 도구
44. 교육 과정 기간 제공된 인권교육 자료를 여러분의 인권교육 활동에 활용/채택하고 있습니까?
예

36. 여러분

단체에서 교육 이외의 활동(예를 들어 옹호/모니터링 캠페인, 정책 변화, 법 개혁) 에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이 습득한 아이디어/방법을 통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채택한 인권교육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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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러분의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 단체의 인권교육 활동에서 나타난 변화를 모두 설명해주세
요.

설명:

Ⅷ부. 성공담
45. 여러분이 참가했던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와 관련이 있는 성공 스토리를 공유해주세요.

•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예를 들어서 12개월~24개월) 학습자의
업무 또는 생활 환경에 대한 학습 전이 및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가능한
효과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평가 도구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려면 기존 질문지(예를 들어 교육 종결 후 질문지,

Ⅸ부. 소식 공유

와 동일한 질문이 일정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6개월 후속 질문지)

46.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나타난 인권 상황의 중요 변화를 설명해주세요.

• 개인, 집단 또는 단체,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차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한다.

47.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래 참여했던 다른 교육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8.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래 개인 차원의 변화 중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 교육 과정과 이후 발생한 변화 사이의 개연성 있는 연관관계 수립을 도와준다.
• 관찰된 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이러한 변
화에 우리의 교육이 기여한 바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의 유용성과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Ⅹ부. 일반 논평

•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49.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수집된 데이터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다른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
완하는데 사용된다.
• 다양한 질문 양식이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재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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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의 최신 연락처 정보
• 각 응답자별 질문지 사본(전자문서 가능)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5.4 12∼24개월 후의 사후평가 질문지

• 여기에 제시된 질문지는 교육 과정 종결 24개월 후 학습자에게서 서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도구 5.4 전이평가와 영향 평가

• 교육에 참가했던 학습자들은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활동가들이다.
• 이 도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개인 및 조직의 역량 상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물

목적: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 또는 변
화에 대해 학습자에게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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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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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5.4 전이평가와 영향 평가

23. 단체 유형을 표시해주세요:

예시: 24개월 사후 질문지

Ⅰ부. 일반 정보

지역 비정부기구 또는 CBO

학술 또는 연구기관

전국 비정부기구

정부

전국기구

기타(구체적으로):

1. 성(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Ⅲ부. 최근 인권교육 활동

2. 이름(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3. 성별:

남성

여러분이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후 여러분의 단체에서 진행한 인권교육 활동 한두 가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주세요. 각 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여성

4. 직장 이메일:*

5. 개인 이메일:*

* 주의: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이 주요 연락 수단이 될 것입니다.
6. 전화번호:

7. 핸드폰 번호:

9. 주소:

활동 1

24. 활동명:

25. 이 활동이 언제 진행되었습니까?(월/년)

26. 기간:

27. 목적:

28. 교육 대상:

8. 팩스번호:
10. 국가:

11. 단체 내에서 현 직위
29. 활동 유형:
(a) 워크숍

Ⅱ부. 단체 프로파일

(b) 출판물

(c) 옹호 캠페인

(d) 공공행사

(e) 기타(구체적으로):

교육 과정 참가 이후 바뀐 정보만 적어주세요.

30. 활동 내용(세부목표, 교육적 내용, 접근법 등)

12. 단체명:

(a) 이 활동의 세부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3. 단체장명:
14. 단체 주소:

(b) 이 활동의 일차적 내용 구성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b) 거리명:

(d) 도시명:

(e) 주/도:

(f) 우편번호:

(g) 국가:

15. 전화번호:

16. 팩스번호:

17. 이메일(단체):

18. 이메일(단체장):

(c) 사서함:
(c) 이 활동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 및/또는 기법/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예를 들어 참여적 접근
법, 강의 또는 컨퍼런스, 교육적 게임, 팸플릿과 전단지, 비디오 등)

31. 이 활동에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a) 활동 설계
(b) 자료 설계

19. 웹사이트:

(c) 활동 진행

20. 단체 설립연도:

(d) 활동 조율
(e) 기타

21. 직원 수:
상근직:

(구체적으로):

22. 자원봉사자 수:
비상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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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번지:

(f) 참여의 세부내용:

(f) 참여의 세부내용:

32.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에게 제공된 자료 중 이 활동에 사용한 자료를 열거해주세요.(예를 들어 교
육 매뉴얼 상의 구체적 활동, 평가 질문지)

예
아니오
33. 이
 활동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용한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43.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에게 제공된 자료 중 이 활동에 사용한 자료를 열거해주세요(예를 들어 교육
매뉴얼 상의 구체적 활동, 평가 질문지).

44. 이 활동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한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34. 이 활동의 주요 성과를 열거해주세요:
활동 2

35. 활동명:

36. 이 활동이 언제 진행되었습니까?(월/년)

37. 기간:

38. 목적:

39. 교육 대상:

40. 활동 유형:

45. 이 활동의 주요 성과를 열거해주세요:

Ⅵ부. 단체 역량 변화

(a) 워크숍
(d) 공공행사

(b) 출판물
(e) 기타(구체적으로):

(c) 옹호 캠페인

41. 활동 내용(세부목표, 교육적 내용, 접근법 등)
(a) 이 활동의 세부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 단체의 실천 상의 변화를 말한다. 대개 중기 변화이지만 단기 변화일
수도 있다.
46.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가 여러분 단체의 인권 업무에 통합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b) 이 활동의 일차적 내용 구성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42. 이 활동에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48. 여러분 단체에서는 인권교육 평가를 위해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 기술, 방법/기법
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a) 활동 설계
(b) 자료 설계

예

(c) 활동 진행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d) 활동 조율
(e) 기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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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활동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 및/또는 기법/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예를 들어 참여적 접근법,
강의 또는 컨퍼런스, 교육적 게임, 팸플릿과 전단지, 비디오 등)

47. 여러분 단체에서는 인권교육 활동에서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해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이 습득한 지
식, 기술, 방법/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49. 여러분의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 단체의 인권교육 활동에서 나타난 변화를 모두 설명해주세
요.

57. 지금까지 관찰한 변화/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58. 여러분의 계획을 왜 아직 이행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주세요.
50. 여러분 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상의 이러한 변화에 관련하여 관찰한 성과를 설명해주세요.
Ⅶ부. 네트워킹과 협력
51. 여러분

단체에서 교육 이외의 활동(예를 들어 옹호/모니터링 캠페인, 정책 변화, 법 개혁)에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이 습득한 아이디어/방법을 통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52. 여러분이

교육 과정 기간 학습한 바가 어떻게 여러분 단체가 수행한 기타 활동의 중요한 성과에
기여했는지 설명해주세요.

59. 여러분의 교육 과정 참가 결과 여러분 단체가 네트워킹 또는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Ⅷ부. 자료 및 도구
60. 교육 과정 기간 제공된 인권교육 자료를 여러분의 인권교육 활동에 활용/채택하고 있습니까?
예

Ⅴ부. 교육 과정 기간 여러분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여러분 단체의 인권 활동에 대한 영향

영향이란 어떤 계획(Initiative)에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변화를 말한다. 영향은
여러분의 교육 과정 참가와 여러분 단체의 인권 활동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수
혜자의 환경 및 그들의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의 지속적 변화이다.
53. 여러분의

교육 과정 참가 이래 여러분 단체의 인권 활동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보다 광
범위한 공동체/사회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이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여러분의 평가)
설명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사용/채택한 인권교육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Ⅸ부. 성공 스토리
61. 여러분이 참가했던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바와 관련이 있는 성공 스토리를 공유해주세요.

Ⅹ부. 소식 공유
62.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래 여러분의 사회에서 나타난 인권 상황의 중요 변화를 설명해주세요.

63.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래 참여했던 다른 교육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4. 여러분 계획의 현재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58번 질문으로 가세요)

64.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이래 개인 차원의 변화 중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진행 중이다
완결되었다
55.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단계를 설명해주세요.

ⅩⅠ부. 일반 논평
65.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56. 여러분의 계획 시행에 있어서 맞닥뜨린 도전과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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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부. 학습자 실천계획(계획)

아니오

5.5 영향 담론-데이터 수집 도구

주의: 영향 스토리와 같은 정성적 데이터는 (a) 개별적, 사안-특화적 영향과 (b) 교육과 기
대성과 사이의 개연성 있는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향의 범주(그러한 기대성과가 얼마나

도구 5.5 전이평가와 영향평가

자주 일어나는지)를

예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목적: 교육

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기 또는 보다 장기적 성과
또는 변화에 대해 학습자로부터 정보 수집

설명:
• 인권교육 과정의 영향을 보여주는 간결하고 참여적인 이야기를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질문지-유형의 도구로 주
로 개방형 질문을 담고 있다.
• 전 단계(즉 개인, 단체/집단,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에서의 중기 변화에서부터 장기 변화에 이
르는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춘다.
• 교육

과정과 그 이후 일어난 변화 사이의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 수립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예상했던 변화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모두 포함된다.
• 중기에서

장기 성과에 대해 다른 출처(예를 들어 3개월~6개월 또는 12개월~24개월 후속 질문지)에서 수
집한 데이터를 보완한다.
•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도구 5.5 전이평가와 영향평가
예시: 영향 스토리 데이터 수집 도구

소개
[단체명 ]의 우리는 여성 인권 영역에서 여러분의 활동의 영향을 기록하기 위해 영
향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주시는 정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줄 이야기를 개발하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영향 이야기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공동체
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 전통적 관행
• 여성의 권리 보호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

• 교육에 참가했던 학습자의 최신 연락처 정보
• 각 응답자를 위한 질문지 사본(전자문서 가능)

습니다.
우리는 여성 인권 부문의 활동이 어떻게 공동체 내 여성의 삶 향상에 기여해왔는지
를 후원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교육 과정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
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도구를 위한 상황정보
• 여기에 제시된 영향 이야기 데이터 수집 도구는 다음 자료를 수정한 것이다. 미
국, 보건사회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영향 및 가치: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

하기 (애틀랜타, 조지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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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전에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양식에 연락처 정보를 꼭 남겨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
시간 내서 저희와 성공 이야기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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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단체, 공동체, 개인 또는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노력을 설명해줄 수 있
재료:

20. 여러분이 참가했던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였습니까?

일반 정보
1. 성(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21. 여러분의 이야기에 제목을 붙여주세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2. 이름(여권 또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3. 성별:

남성

여성

4. 직장 이메일:*

감사합니다!

5. 개인 이메일:*

* 주의: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이 주요 연락 수단이 될 것입니다.
6. 전화번호:

7. 핸드폰 번호:

9. 주소:

8. 팩스번호:
10. 국가:

11. 단체 내에서 현 직위:

6. 도움말 및 기법

영향 이야기 질문

6.1 면담 수행을 위한 도움말

12. 여러분의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면담 준비와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지침 과 이 도구 활용의 장점과 단점 에 대해 설명
60)

61)

되어 있다.
13.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면담 준비
14. 누가 관여하였습니까?

• 누구와 면담을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한다.
• 면담 대상자 집단의 상황에 맞춘 적절한 면담 질문을 설계하고 면담 양식을 준비

15. 이야기의 맥락 또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을 하기 원할 것이다.
• 면담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고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한다.

17.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행하였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어떤 자원이 필
요했습니까?

• 신경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적은 조용한 장소를 면담 장소로 선택한다.
• 면담 질문지를 사전에 발송 또는 제공한다.
• 면담을 기록할 계획이라면(오디오 또는 비디오) 면담 대상자에게 미리 허락을 구한다.

18.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9. 예상했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를 목격하였습니까?

60) “Practical hints when interviewing: remembering what happened),” in Evaluation Cookbook, Jen Harvey ed. (Learning
Technology Dissemination Initiative, 1998) 재인용.
61)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Office of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signing
Evaluation for Education Projects) n.d.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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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육 과정의 잠재적 학습자와 내용 전문가에게는 다른 질문

면담 진행

1단계: 집단 계획하기

• 면담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핵심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
공한다.

사람들을 모으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실제로 무엇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라

• 면담 양식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설명한다.

• 이 집단이 어떤 질문에 답하게 될지를 판단하라

• 면담 대상자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 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질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라

• 면담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질문으로 시작한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줄 아젠다를 설정하라.

• 한 번에 한 가지의 질문만 하고 핵심 주제가 바뀔 때는 이를 알려준다.

• 참가자의 수와 역할을 판단하라
• 중점집단의 목적을 결정하라(내용 및 결과 포함)

• 면담을 계속 진행한다.

• 중점집단을 위한 진행 규정을 고안하라
• 중점집단 면담의 시간, 장소, 기간을 정하라

면담 직후
• 면담 기록을 검토하고 명확히 하며 추가사항을 덧붙인다. 기록이 명확해야 한다.

참가자를 선정하고 역할을 배분하라.
• 누구를 몇 명을 참가시킬지 선택하라

• 관찰 결과, 아이디어 또는 결론을 작성한다.

• 리더-진행자를 준비하라

• 면담을 녹음 또는 녹화했다면 오디오 또는 비디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한다.

• 중점집단 면담을 기록할 사람을 준비하라
무대와 도구를 마련하라.

면담의 장점

면담의 단점

• 장소 배치를 결정하라

• 면담은 시간이 소요된다(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

• 필요한 도구를 결정하라(플립차트, 마커펜, 이름표...)
• 필요시 참가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라

• 비언어적 행위도 알아챌 수 있다.

• 면담 중에 면담자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편파적이
지 않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질문을 듣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와 분명
하게 다시 답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을 수 있다(후속 질문)

• 면담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 개발하
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로 따라서 항상 시간 및 자
원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아니다.

• 면담 기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착할 수 있
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녹음기/비디오
카메라는 신경이 분산되는 일 없이 충실하
게 대화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
게 해주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다.

• 특히 전화 면담의 경우 녹음 장비가 어렵고 불편
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개
• 진행자를 소개하라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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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녹음이나 녹화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2단계: 집단 면담 착수하기

• 참가자를 소개하라
아젠다를 설명하라.
• 중점집단의 목적을 설명하라
• 참가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
• 진행 규정을 정하라
• 중립적인 진행자 역할

6.2 중점집단 면담 수행을 위한 도움말

• 집단 기억으로서 기록자의 역할

중점집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도구 사용의 장점 및 단점은 아래

• 회의의 성격(브레인스토밍, 의사결정)

에 열거되어 있다.

• 갈등 해소 절차

62)

62) Rossett, Training Needs Assessment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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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문제(휴식시간, 메시지, 시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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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질문지 개발을 위한 도움말

		

3단계: 중점집단 운영하기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하라.

		

• 처음에

파악된 목적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
점집단을 인도하라

교육욕구 진단, 형성평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또는 전이 및 영향 평

		

•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라

		

회의를 끝내기 전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라.

		

• 이 사람들로부터 정보가 더 필요할 것인가?

		

• 이 집단을 다시 소집할 것인가?

		

• 진행이 만족스러웠는가?

		

회의를 마무리하라.

		

• 참가자/기록자에게 감사를 표하라

가를 막론하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한다. 질문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63)

• 평가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만 하라. 질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성과와 관련이 있는 정보 수집
을 위한 질문에 집중하라.
• 어떤 식으로, 즉 예를 들어서 답변에 표시를 하거나 가위표를 치거나 밑줄을 긋거
나 직접 답변을 작성하는 등 어떻게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는지 응답자가 확실히

			

4단계: 후속 중점집단

			

• 합의한 바를 이행하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구 A와 B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에 각각 다르게 답변하고 싶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질문은 피하라.
•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라.
• 질문이 길면 때로 혼동을 줄 수 있기에 질문은 짧게 하려고 노력하라.

중점집단 회의의 장점
•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게 해주어 제기된 사안에 대한
다각적 관점을 제시해준다.
•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 주제 또는 화제 관련 토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준다.
• 숙련된 진행자라면 아주 좋은 정보를 도출
해낼 수 있고 토론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답변/진술이 불명확하다면 진행자가 질문을
명확히 하고 답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 참가자의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 폐쇄형 질문(즉 응답자에게 답변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질문)과 개방형 질문(즉 응답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공
의 균형을 유지하라.

유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 일부 참가자들이 논의를 주도하여 모든 참가자가
참여할 기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참가자의 태도와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모호하거나 다양한 개인적 해석이 가능한 질문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발표 형

• 내성적인 참가자라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
스러워할 수도 있다.

패널 토론을 무엇이라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표와 패널 토론에

• 합의 또는 공동 비전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시간 제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관련 주제를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 다른 참가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보다 민감한
정보나 견해를 나누기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 진행자가 충분히 숙련되어 있지 않다면 “딴 길로
새기” 쉽다.

식 또는 패널 토론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은 학습자가 발표와

대한 정의를 포함함으로써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명백한

답변 또는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 질문 또는 예를 들
어 이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았다, 환상적이었다, 또는 최고였다 와 같은
찬사를 유도하는 질문은 삼가라.
• 응답자가 모든 질문에 동의한다 란에 기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응
답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질문 양식에 변화를 주어라.
• 예/아니오 답변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아니오 질문은 삼가라.
• 질문에 번호를 매겨라.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63) “Some guidelines for writing good questions”, in Evaluation Coo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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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통해 중점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과 반응을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점집단 회의의 단점

• 유도신문식

질문을 삼가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도록 노

6.4 효과적인 질문지용 질문 개발을 위한 도움말
효과적인 질문지의 핵심은 좋은 질문이다. 교육 종결 후 질문지를 위한

력하라.
• 응답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한 영향 평가 질문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

질문 작성의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64)

• 응답자를 항상 염두에 두라. 학습자의 지식 수준, 문화, 연령 등은 평가 질문지의

으로 묻는 것을 고려하라.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응답자가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대답할
질문지의 장점

질문지의 단점

• 한 번에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

• 면담이나 중점집단 회의만큼 융통성이 있지는
않다.

•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질문지는 여기에 포함된 구체적 질문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상치 못했던 사안을 탐색할 여지가 없다.

•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응답자의 신원을 밝힐
기회를 줄 수도 있다.
• 응답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응답자의 신원이 보호되는 방
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예를 들어 팩스로 받거나 책상에
놓아두거나 2차 정보원이 진행).
• 질문지는 보통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원거리에서 진행
할 수 있다.

• 질문지에 대한 응답률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지어 응답률이 떨어질
수 있다(예를 들어 전이 및 영향 평가 질문지의 응답률은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 질문지의 약 반 정도이다).
• 직접

구두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보다 서면으
로 적는 것을 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

수 있는 질문 작성이 중요하다.
• 가능한 한 짧고 간단하게 하라. 과정 종결 후 질문지가 배포될 즈음이면 학습자는
대개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지만이 작성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답을 구할 필요가 있는 질문만을 하라. “알아두면 좋을”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데에 집중하라.
• 명확한 지침을 주어라. 응답자에게 예를 들어서 네모칸에 표시를 한다거나 답변에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2-3개 문장으로 답변하라는 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설명해주어라.
• 질문지를 평가하라.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진행하기 전에 질문지를 사전테스트하
라. 시간을 들여 질문지를 평가해봄으로써 어떤 질문이 혼란을 주거나 오해를 불
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피

드백은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는 것처럼 응답자의 평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줄 수
있다.

쇄형 질문이다. 폐쇄형 질문 안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아래 표를 참조하라.

질문 유형

예

교육 과정 중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개방형
질문

64) Ellen Taylor-Powell and Mar+-cus Renner, “Collecting evaluation data: end of session questionnaires”, 위스콘신-방송
통신대학, 200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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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질문 유형을 활용하라.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개방형 질문과 폐

질문 유형

예

‘가장 적합한 답변’ 질문:
다음 주제 중 어느 것이 가장 유용했습니까?
(a)

권리-기반 접근법

(b)

국제 인권 문서

(c)

보고서 작성

(d)

인권 옹호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7개 이상의 척도로는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65)

• 주어진

진술 또는 질문에 상응하는 응답의 범주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표지가
사용될 수 있다.
• 등급 범주는 평가 도구의 모든 질문에서 동일한 순서로, 즉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
적인 것으로 또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든 등급 표지는 동일한 것을 가리켜야 한다.

66)

‘해당 사항 모두 표시’ 질문:
다음 주제 중 어느 것이 유용했습니까?
폐쇄형
질문

(a)

권리-기반 접근법

(b)

국제 인권 문서

(c)

보고서 작성

(d)

인권 옹호자

순위 질문:
오늘 다뤄진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유용성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주세요.
1=가장 유용 4=가장 덜 유용
(a)

권리-기반 접근법

(b)

국제 인권 문서

(c)

보고서 작성

(d)

인권 옹호자

주의: 폐쇄형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덧붙임으로써 정성적

관련이 없다

유용하다

고품질이다

매우 만족스럽다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는 등급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관련이 없다

다소 관련이 있다

상당히 관련이 있다

매우 관련이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한 숫자로 된 척도를 어려워한
다. 라벨은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 홀수

또는 짝수의 등급 선택안 필요 여부를 판단하라. 홀수 번호는 사람들이 중
간 번호를 선택하게 한다. 선택안이 짝수이면 응답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알고자 할 때 적절하다.

없음 또는 분명하지 않음 이라는 단어로 중간 선택지를 지정하는 것을 삼가
• 의견

라. 이러한 표현은 중립적인 명제가 아니며 다른 선택안 요소들과 짝지워서는

6.5 등급 척도/리커트 척도 활용을 위한 도움말
학습자 응답 평가를 위한 등급 척도 활용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등급 척도는 학습자에게 가능한 답변 또는 표지 범위를 제시해주며 보통 질문지

안 된다. 이런 유형의 표지를 사용할 경우 등급 외에 두어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중립적인 입장을 묘사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와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하다.

맥락 내의 질문 및 진술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데에 활용된다.
• 등급 척도 또는 리커트 척도에는 다수의 응답이 포함될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다음은 등급 질문의 몇 가지 명제와 진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응답 등급 사례이다.

용이하게 하려면 네다섯 개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구 결과에 의
65) Glenn O’eill, comment on “Likert scale & surveys-best practices” on Intelligent Measurement Blog, 20, November 2007.
66) Ellen Taylor-Powell & Marcus Renner, “Collecting evaluation data: end of session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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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선택한 점수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서로 다른 개념(피해야 할)을 포함하는 등급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교육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권리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a) 맨 왼쪽 칸에 종으로 표시된 참가자 코드/이름

전적으로 동의한다

(b) 워크시트의 맨 위 수평축을 따라 표시된 질문
(c) 그 사이 상응하는 칸에 표시된 답변

• 나는 진행자가 모든 집단 구성원의 토론 참여를 장려하였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러하다

대부분 그러하다

항상 그러하다

•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조직하라. 데이터-정렬과 필터링 기능은 사용하기 쉬우며
효과적인 정보 분석 방법을 제공해준다.
• 필요하다면 추가 코드를 활용하라. 정보를 코드화함으로써 다양한 변수 또는 특성

•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 이하였다

에 따라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이 인권교육의 유용성을 다

기대했던 대로였다

기대 이상이었다

르게 인지했는지를 판단하고자 했다면 여성의 응답과 남성의 응답을 분리할 수 있
을 것이다.

• 교육 매뉴얼의 전체적인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열악했다

좋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좋았다

• 방식파악. 데이터-처리 프로그램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검색이 가능하다

아주 좋았다

는 것이다. 응답에서 어떤 경향이나 패턴을 파악하는데 반복되는 구문 또는 단어
가 핵심이 되는 정성적 데이터 분석의 경우 이는 특히 유용할 수 있다.

• 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바를 나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전혀 아니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많이 그렇다

• 한계인정. 스프레드시트는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널리 활용이 가능하지

5
모두 그렇다

만 통계적 분석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어
플리케이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고려해보라.
• 자원과 교육에의 접근.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인쇄 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

6.6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움말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많이 있지만 가장 접근성이

수집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해
당 기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요구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몇 가지 도움말은 다음과 같다.

67)

• 처음부터

데이터 분석을 고려하라. 어떤 평가 도구를 설계하든지 이 데이터를 어
떻게 조직하여 처리 및 분석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 모든

질문에 번호를 매기고 답변에 코드를 부여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입
력과 조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라. 예를 들어 전형적인 스프레드시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6.7 로그 프레임을 위한 지표 개발(developing indicators for a log frame)
지표는 결과중심의 측정을 반영한다. 어떤 기대성과가 달성되었다는 증거를 제공
하거나 기대성과 달성에 진전이 있다는 신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의 지표
는 질, 양, 시간 면에서 계획했던 또는 기대했던 성과 대비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하
나의 수단이 된다.

68)

67) Daniel Z. Meyera and Leanne M. Avery, “Excel as a qualitative data analysis tool”, Field Methods, vol 21, No. 1
,(February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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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도구 중 하나는 스프레드시트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간단한 데이터

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몇 가지 간단한 학습만으로도 인권교육 과정에 대해

• 지표는 측정하는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성과

측정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지표가 사용되어야 한다: 수적인 가치를 갖는 정
량적 지표와 인식, 판단 또는 태도를 반영하는 정성적 지표가 그것이다.
• 정량적

지표는 의사결정권자의 자리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수, 초등학교 재학 남학

영향:

지표:

13개 민족 집단의 삶의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평안 수준

질과 생활수준 향상

•민족 집단 자산의 비율 변화
•피난처 및 식량 안보 접근권에

생과 여학생 비율, 또는 기준선 대비 성별에 따른 연소득 수준과 같은 양을 측정한

있어서의 변화

다.
• 정성적

지표는 어떤 주어진 상황 또는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의견, 인식, 태
도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감수성, 만족도, 영향력, 관련성, 인지도, 이해, 태도,
질,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전망에 대한 인식(예를 들어 안정성,

, 정보 또는 지식의

성장 또는 수출)

적용, 개방성 정도, 참여의 질, 대화의 성격, 또는 안정감에 있어서의 변화가 포함

결과:

지표:

민족 집단의 문자해독율

•기본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수

향상

•문자해독율과 인구와의 관련성
•일상 활동에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문자해독인의 수

• 기대성과에

대한 직접 측정 수단을 찾기가 불가능할 경우 간접적 또는 유사 지표
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평등성 측정에 있어서 여성단체의 입법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상
적인 지표는 이들 단체가 제안한 조치들이 실제로 법에 어느 정도까지 통합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법안의 실제 통과가 계류된 상태
일 때 제안된 입법에 대한 여성 단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미디
어에 보도된 건수가 여성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사 지표가 될 수 있다.

가지 지표, 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기타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영향 및 결과에 대해 개발된 지표가 아래에 나와 있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에 관한 것이지만 인

(Initiative)

권교육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위한 로그 프레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과와 지
표 사이의 관계 유형을 보여준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기법은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러한 기법은 프로젝트의 운영적 측면과 즉각적인 성과 평가에서 사람들
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 평가로 초점을 전환시
켜주기 때문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 로그

프레임 도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사이의 논
리적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논리적 관계는 투입, 활동, 산출, 즉각적 결과, 중간 결과 및 영향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차트나 논리적 틀로 나타난다.

70)

• 인권교육 과정을 다양한 즉각적인 결과, 중간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과 연
계시킴으로써 논리적 틀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69) Emilie Filmer-Wilson, “An introduction to the use of human rights indicators for development programming”,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 24, No.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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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그 프레임을 완성할 때 지표를 설정하는 모범사례는 성과 하나당 최대 세

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 사례는 개발 계획

6.8 로그 프레임 도형 개발

69)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로그 프레임 발췌: 성 인지적 전략
활동

즉각적 결과

중간 결과

영향

5.1.1(a) 여성과 남성
참가자 모두에게서 여
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향상

5.1.2 비정부기구, 국
가인권기구, 정부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을
지지하는 정책, 프로
그램, 프로젝트 증진,
설계, 이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지역의 여성과 남성
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의사결정에 동등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이 신장되었다.

구성요소 5 성 인지적 전략
5.1(c) 모든 활동에 여
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다.

5.1.1(b) 지역 이해관
계자들이 국제/지역
인권 기준과 원칙에
의거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여성 인권
문제를 더 잘 분석하
고 다룰 수 있게 되었
다.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제5부에는 인쇄물과 전자 문서를 포함, 다양한 자료들과 본 지
침서 개발에 참조한 관련 웹사이트 목록이 담겨 있다.

1. 인권교육
• 인권교육 자료 온라인 도서관
수행 지표:
•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양성 평등 관련 참가자들(남성/여성)의 가치 및 태도에 나타난 변화의 정도와
성격

제4부

• 국제/지역

인권 기준과 원칙에 의거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1) 참가자(남성/여성)와 2) 참가자 단체
의 여성 인권 문제 분석과 처리 역량의 변화
• 1)
 참가자(남성/여성)와 2) 참가자 단체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설계, 개발, 이행, 평가에 성 인지적
분석 적용 역량의 변화

• 유엔 인권교육 문서 및 자료
• 인권교육 일반 자료

2. 평가 및 인권교육 자료
• 일반 평가
• 교육적 평가
• 인권교육 특화 평가

3. 기타 자료
• 성 인지적 관점
• 교수법 설계 및 교육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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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Official Document System
http://ods.un.org

1. 인권교육
여기에는 인권교육 자료 온라인 도서관, 본 지침서 개발에서 참조한 인권교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www1.umn.edu/humanrts/links/education2.html

육에 대한 유엔 자료 및 기타 문서와 자료들이 담겨 있다.
University of Ottawa, Human Rights Research and Education Centre –
Documentation

1.1 인권교육 자료 온라인 도서관

Centre
www.cdp-hrc.uottawa.ca/eng/doc/index.php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REA) –Resource Centre
www.hrea.org/erc/Library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
www.huridocs.org/

1.2 유엔 인권교육 문서 및 자료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National Composite
Policy Index(NDPI) –Appendix 3 of Monitoring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Guidelines on Construction of Core Indicators. Geneva,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primarily
in Spanish)

2005.
http://data.unaids.org/publications/irc-pub06/jc1126-constrcoreindic-ungass_

www.iidh.ed.cr/default_eng.htm

en.pdf

www.iidh.ed.cr/CEDO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aining: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Methodology,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6. Sales No. E.00.XIV.1.

–Library

www.ohchr.org

www.ohchr.org/EN/Library/Pages/Index.aspx

United Nations. The 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 A compilation of
http://library-hchr.unog.ch/cgi-bin/Pwebrecon.cgi?DB=local&PAGE=Firs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dealing with human
rights education. New York and Geneva, 1999. HR/PUB/DECADE/1999/2.
www.ohchr.org

Treaty Body Database
www.unhchr.ch/tbs/doc.nsf

302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lan of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03

제5부

제5부

Searchable catalogue of the OHCHR Library

Action . First Phase. New York and Geneva, 2006.

for quality education. Paris, 200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78/147853e.pdf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6/001627/162766e.pdf

www.ohchr.org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East (UNWRA). UNRWA in 2006. Gaza, 2006.

Rights. 13 October 1993. A/CONF.157/24 (Part I).

www.unrwa.org/userfiles/20100118151154.pd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7 July

1.3 인권교육 일반 자료

2010. A/HRC/15/28.

Arnold, Rick, and others. Educating for a Change. Toronto, Canada:
Between the Lines, 1991.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Experts Meeting on “The practice of rights in education: a renewed

Claude, Richard Pierre.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education”, Paris, 30.31 January 2003. Final

project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Report. ED-2003/WS/38.

www.pdhre.org/materials/methodologies.html#METH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07/130703e.pdf

Council of Europe. Tool on Teacher Training for Education for Democratic
UNESCO.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Textbooks and Learning Materials.
Paris, 2005.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rasbourg, France, 2005.
www.coe.int/t/dg4/education/edc/Source/Pdf/Documents/2004_%20%20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37/143736eb.pdf

44rev5_17%20sept%202007_TT%20Tool%203%20Appendix%209_en.pdf

UNESCO.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OSCE/ODIHR, UNESCO, OHCHR. Human Rights

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leading-the-international-agenda/
humanrights-education/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www.ohchr.org

of UNESCO. Paris, 200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6/001611/161161e.pdf

Donahue, David. “Why a participatory method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Training for Human Rights Trainers, Book 1. Montreal: Canadian Human

UNESCO. UNESCO Associated Schools: First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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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2009.
UNESCO. The Right to Education: Monitoring standard-setting instruments

Rights Foundation (Equitas), 2001.

Management, 2004
http://berghof-handbook.net/documents/publications/anderson_

Flowers, Nancy.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handbook.pdf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Minneapolis,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2000.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Curricular and Methodological
Proposal for Incorpora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to Formal Schooling
for Children from 10 to 14 Years of Age. San Jose, 2006.
www.educadem.oas.org/documentos/boletin4/IIDH-

Bond. Logical Framework Analysis: Guidance Notes No.4. London, 2003.
www.gdrc.org/ngo/logical-fa.pdf

Burgess, Thomas. “Guide to the design of questionnaires.” Information
Systems Services, University of Leeds.
http://iss.leeds.ac.uk/info/312/surveys/217/guide_to_the_design_of_
questionnaires/8

Propuesta+curricular+ingles.pdf

Canadian Foodgrains Bank. Logical Framework Analysis: Infosheet102.
Martin, J. Paul. Self-Help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New York:

Winnipeg, Canada, 2003.

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1996.

www.foodgrainsbank.ca/uploads/tips/tips102.pdf

UNESCO. Changing Teaching Practices: Using curriculum differentiation to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Results-based

respond to students’ diversity. Paris, 2004.

management tools at CIDA: how-to-guide”. 2009.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65/136583e.pdf

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NAT-92213444-N2H

Caritas Internationalis. Peacebuilding: A Caritas Training Manual, 2002. See
Section 2, Module 6: Skills for Peacebuilder . Programme Analysis, Design

2. 평가 및 인권교육 자료
여기에는 일반 평가, 교육적 평가 및 인권교육 특화 평가와 관련, 본 지침서

and Evaluation.
www.caritas.org/upload/pea/peacebil-ing_1.pdf

개발에 참조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Disease and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Division of Oral Health.

2.1 일반 평가
Anderson, Mary B. Experiences With Impact Assessment: Can we know

Impact and Values: Telling your Program’s Story. Atlanta, Georgi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www.cdc.gov/oralHealth/publications/library/pdf/success_story_workbook.pdf

what Good we do?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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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re for Chronic

Lee, Kien.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Evaluation: A Practical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Why Evaluate?”
www.ces-vol.org.uk/index.cfm?pg=545

Guide for Evaluators. Denver, Colorado: The Colorado Trust,
2007.
www.communityscience.com/pubs/CrossCulturalGuide.r3.pdf

del Tufo, Sarah. “What is Evaluation?“ The Evaluation Trust.
www.evaluationtrust.org/evaluation/evaluate

Mathie, Alison and Anne Camozzi. “Module 6: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for Tobacco Control: A How-To Introductory Manual

Freeman, Ted.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in an Era of Change.
Evaluation working paper. New York: UNICEF, Evaluation Office, January
2005.

For Researchers And Development Practitioners.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2005.
www.idrc.ca/en/ev-106563-201-1-DO_TOPIC.html

www.unicef.org/evaluation/files/CPE_in_an_Era_of_Change_2005.pdf

Mayne, John. “Addressing Attribution through Contribution Analysis: Using
Hailey, John, and Rick James. “NGO Capacity Building: The Challenge
of Impact Assessment.” Paper presented to the New Directions in Impact

Performance Measures Sensibly.” Canadian Journal of Program Evaluation
16(1) (2001): 1-24.

Assessment for Development Methods & Practice Conference, Manchester,
University of Manchester, November, 2003.
http://portals.wi.wur.nl/files/docs/ppme/Hailey.pdf

Mayne, John. Contribution analysis: An approach to exploring cause and
effect. ILAC Brief No. 16. Rome: Institutional Learning and Change (ILAC)

Harvey, Jen, ed. Evaluation Cookbook. Learning Technology Dissemination
Initiative Edinburgh: Herriot-Watt University, 1988.
www.icbl.hw.ac.uk/ltdi/cookbook/contents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Evaluation @ IDRC.”
www.idrc.ca/evaluation/

Initiative, 2008.
www.cgiar-ilac.org/files/publications/briefs/ILAC_Brief16_Contribution_
Analysis.pdf

McKenzie, J.F., and J.L. Smeltzer.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 primer. 3rd ed. Boston,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2001.

approach to evalu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Journal of

McNamara, Carter. “Basic Guide to Program Evaluation.” Free Management

Australasia 7 (2007): 27-35.

Library.

www.aes.asn.au/publications/Vol7No1/Contribution_Analysis.pdf

www.managementhelp.org/evaluatn/fnl_eval.htm

308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09

제5부

제5부

Kotvojs, Fiona and Bradley Shrimpton. “Contribution analysis: A new

Meyer, Daniel and Leanne M. Avery. “Excel as a Qualitative Data Analysis

Patton, Michael. The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Newbury

Tool.” Field Methods 21 (2009): 91-112.

Park, California: Sage, 1986.

Northeast and the Islands Regional Technology in Education Consortium

Pfatteicher, Sarah K.A., Dianne Bowcock, and Jennifer Kushner. Program

(NEIRTEC). Preparing to Collect Data, Information Brief: Developing Interview

assessment tool kit: a guide to conducting interviews and surveys. Pilot

Protocols. 2001

Edition. Madison, Wisconsin: LEAD Cente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ww.neirtec.org/evaluation/PDFs/PreparingtoCollect5.pdf

1998.
www.wcer.wisc.edu/Publications/LEADcenter/toolkit.pdf

Ohio State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Pennsylvania & Ohio Public
Health Training Center (POPHTC). Needs Assessment Protocol for New

PLAN:NET. Splash and Ripple: Planning and Managing for Results. Alberta,

Partner Agencies. Ohio State University, 2004.

Canada, 2003.
www.unssc.org/web1/programmes/rcs/cca_undaf_training_material/teamrc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file.asp?ID=339

“Evaluating Country Programmes”. OECD/DAC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Series No. 2. Report from the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Workshop,
Vienna, 11-12 March 1999.

Taylor-Powell, Ellen, and Marcus Renner. Collecting Evaluation Data: End
of Session Questionnair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www.oecd.org/dataoecd/10/26/2667302.pdf

2000.

OECD.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Taylor-Powell, Ellen, and Sara Steele. Collecting Evaluation Data: An

Management. Paris, 2002. Also available in French and Spanish.

Overview of Sources and Method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www.oecd.org/dataoecd/29/21/2754804.pdf

OECD. Guidance for managing joint evaluations. DAC Evaluation Series,
2006.

Patton, Michael.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2002.

Taylor-Powell Ellen, Sara Steele, and Mohammad Douglah. Planning a
program evaluati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1996.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Evaluation Office and Division of
Policy and Planning. Understanding Results Based Programme - Planning
and Management: Tools to Reinforce Good Programming Practice. UNICEF,
2003.

310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11

제5부

제5부

www.oecd.org/dataoecd/29/28/37512030.pdf

Extension, 1996.

www.unicef.org/evaluation/files/RBM_Guide_20September2003.pdf

Impact Evaluation Initiative.” The World Bank Group.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WBI/Resources/213798-

UNICEF. Monitoring and Evaluation: Quick Reference.Extracts from the

1194538727144/5Final-Interviews.pdf

Programme Policy Manual. Revised edition. 2005.
www.unicef.org/evaluation/files/ME_PPP_Manual_2005_013006.pdf

World Bank. “Monitoring and Evaluation: Some Tools, Methods and
Approaches.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The World Bank Group. Also

UNICEF an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Demining. IMAS
Mine Risk Education Best Practice Guidebook 2: Data Collection and Needs

available in French, Spanish, Portuguese, Arabic and Russian.
www.worldbank.org/ieg/ecd/tools

Assessment. UNICEF, 2005.
www.mineaction.org/doc.asp?d=515

World Conservation Union (IUCN) Eastern African Regional Programme.
“Logical framework approach” in Managing Marine Protected Areas: 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Evaluation Report. 2007.

Toolkit for the Western Indian Ocean (Nairobi, 2004).

www.undp.org/evaluation/methodologies.htm

www.wiomsa.org/mpatoolkit/Themesheets/C4_Logical_framework_approach.
pdf

UNESCO. “UNESCO Guidelines for Developing Terms of Reference for
Evaluations: A Results-Based Approach.”
http://portal.unesco.org/es/ev.php-URL_ID=24293&URL_DO=DO_TOPIC&URL_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chool and Youth Health .Resources
and Tools for Assessment and Monitoring.”

SECTION=201.html

www.who.int/school_youth_health/assessment/e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Zimmermann, Kris, Janise Hurtig, and Erin Small. “Stage 3: Writing an

for Children and Families. “Why evaluate your program?” In The Program

evaluation report”. In Tools of the Trade: A CWIT Guide to Participatory

Manager’s Guide to Evaluation. 2nd ed. Washington, D.C, 2010.

Evaluation. Chicago, Illinois: UIC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nd

www.acf.hhs.gov/programs/opre/other_resrch/pm_guide_eval/reports/
pmguide/program_managers_guide_to_eval2010.pdf

Gende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08.
www.uic.edu/depts/crwg/cwitguide/05_EvalGuide_STAGE3.pdf

for Program Evalu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Glossary”.
www.ojp.usdoj.gov/BJA/evaluation/glossary/

2.2 교육적 평가
Angelo, Thomas A. and Patricia K. Cross. 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s. 2nd ed. San Frans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3.

World Bank. “Needs Assessment Knowledge Base: Interviews, Development

312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13

제5부

제5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Center

Bourg, Tammy. “Research methods: school and program evaluation.” In

Assessment Programs in Illinois Schools. Springfield, Illinois,

Education Encyclopedia. 2nd ed. Macmillan, 2002.

1995.
www.gower.k12.il.us/Staff/ASSESS/6_ch4.htm#Chapter%204

Braun, Henry, and others. Improving Education Through Assessment,
Innovation and Evaluation. Cambridge, Massachusett: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06.

Jason, Martin H. Evaluating Programs to Increase Student Achievement.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Corwin Press, 2008.

www.amacad.org/publications/braun.pdf

Kirkpatrick, Donald, and James D. Kirkpatrick. Evaluating Training
Council of Europe. “Learning and Living Democracy: Evaluation Conference

Programs: The Four Levels. 3rd ed.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of the 2005 European Year of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Publishers, 2006.

www.coe.int/t/dg4/education/edc/majour_events/eyce_sinaiaconference_
EN.asp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Office of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d.) Designing Evaluation for

Council of Europe and European Commission.”T-Kit 10 Educational
Evaluation in Youth Work” April 2007.

Education Projects.
http://wateroutreach.uwex.edu/use/documents/NOAAEvalmanualFINAL.pdf

www.youth-partnership.net/youth-partnership/publications/T-kits/10/Tkit_10_
EN

Newby, T., and others. “Evaluating the instructional process.” In Instructional
Technology for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Prentice Hall, 1996.

Donovan, Paul and John Townsend. The Training Evaluation Pocketbook.
Alresford, Hants, United Kingdom: Management Pocketbooks, 2004.

Nickols, Fred. Evaluating Training: There Is No “Cookbook” Approach.
Distance Consulting, 2003.

Eseryel, Deniz. “Approaches to Evaluation of Training: Theory & Practice”.

www.nickols.us/evaluating_training.pd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5(2): (2002).
Rychen Dominique S., and Alejandro Tiana. Developing Key Competencies
in Education: Some Lessons from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ienc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1990.

Paris and Geneva: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2004.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Interpretation, use, and reporting of

Scriven, Michael. “An introduction to meta-evaluation.” Educational Products

assessment results.” In Assessment Handbook: A Guide for Developing

Report 2 (1969): 36-38.

314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15

제5부

제5부

Flagg, Barbara N. Formative Evaluation for Educational Technologies.

Programmes. MEDE European Consultancy, 2003.
Scriven, Michael. “Beyond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In
Evaluation and Education: A Quarter Century,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http://ec.europa.eu/europeaid/what/human-rights/documents/
evaluations-hr-masters_en.pdf

of Education Yearbook 90(2): (1991).
Chapman, Alan. “Kirkpatrick’s learning and training evaluation theory.”
Teacher and Educational Development. Effective Use of Performance

Businessballs.
www.businessballs.com/kirkpatricklearningevaluationmodel.htm

Objectives for Learning and Assessment. University of New Mexico School
of Medicine, 2005.

Carliner, Saul, and Adnan Qayyum. “Program Evaluation.” A presentation
made 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Symposium

Worthen, Blaine, R., James Sanders, and Jody Fitzpatrick. Programme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2nd ed. White

- HRE for Social Change: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in
Montreal, 3.5 May 2007.

Plains, New York: Longman, 1997.
Filmer-Wilson, Emilie. “An introduction to the use of human rights indicators
Wright, Clayton R. and Felipe Camargo. Evaluation of the Protection
Learning Programme. Geneva: UNHCR,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Unit,

for development programming”.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24(1): (2006).

2005.
www.unhcr.org/research/RESEARCH/427b40ca2.pdf

Germany, Deutsche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and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Learning to

2.3 인권교육 특화 평가

Live Together: Design, Eschborn, Germany, 2008.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Education.
London, 1998.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Normative development of human

www.amnesty.org/en/library/asset/POL32/001/1998/en/06794391-db06-11dd-

rights education and student government. Second measurement. San Jose,

903ee1f5d1f8bceb/pol320011998en.pdf

2007.

Amnesty International. Evaluation: A Beginners Guide. London, 1999.

VI%20-%20ingles.pdf?url=%2FBibliotecaWeb%2FVarios%2FDocumentos%2FB

www.amnesty.org/en/library/info/POL32/003/1999

D_887525628%2FInforme+VI+-+ingles.pdf

Andreassen, Bard Anders, and others. Evaluation Human Rights Mast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Symposium . HRE for

316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17

제5부

제5부

www.iidh.ed.cr/BibliotecaWeb/Varios/Documentos/BD_887525628/Informe%20

Social Change: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Report of
Proceedings. Montreal: Equitas, 2007.
www.equitas.org

Tibbitts, Felisa. “Evaluation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Field:
Getting Started.”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and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Iturralde, Diego and Ana Maria Rodino. (n.d.) Measuring progresses in

www.hrea.org/pubs/EvaluationGuide/index.html

Human Rights
Education: An Inter-American Experience.
www.hrusa.org/

Tibbitts, Felisa, and Judith Torney-Purta. Citizenship Education in Latin
America: Preparing for the Future. Monograph. Human Rights Education

Kardam, Nuket. Women’s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me: 1995-2003:

Associates, 1999.
http://hrea.org/pubs/IDB-monograph/civics.pdf

Evaluation Report. Istanbul, Turkey: Women For Women’s Human Rights .
New Ways.
www.wwhr.org/files/Evaluation%20Report.pdf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Global Human
Rights Education Workshops on Emerging Practices, Evaluation, and

Kissane, Carolyn. “Pedagogical and evaluation concepts of human rights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Working session
summary held in New York, June 2005.
www.hrusa.org/workshops/HREWorkshops/index.html

Studies Association in Honolulu, Hawaii, 5 March 2005.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Summary report of the
Lind, George. “Education for Moral-democratic Learning: The Assessment
of Competencies.” Paper presented at the IBE/GTZ seminar in Geneva, 17

Minnesota Partners in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Program.“
www1.umn.edu/humanrts/edumat/HREEval.shtm

December 2003.
www.uni-konstanz.de/ag-moral/pdf/Lind-2003_education-for-moral-learning_
UNESCO.pdf

제5부

제5부

Osler, Audrey, and Hugh Starkey. Study on the Advances in Civic Education
in Education Systems: good practi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entre for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University of Leeds, and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2004.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122.3218&rep=rep1&t
ype=pdf

318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19

3. 기타 자료

Equitas. Play it Fair Toolkit. Montreal: 2007.

여기에는 인권교육 평가와 관련, 본 지침서에서 다룬 주제에 관한 자료들과

www.equitas.org

교육 설계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다.
Nash, Andrea. “Participatory workplace education: resisting fear-driven
models.” In Participatory Practices in Adult Education, edited by Pat

3.1 성 인지적 관점

Campbell and Barbara Burnaby, 185-195.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lvi, Hayat.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Associates, 2001.

Arab Middle East.”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9(1): (June
2005).
www.gloria-center.org/meria/2005/06/Alvi%20Hayat%20pdf.pdf

Pretty, Jules N., and others.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 A Trainers’
Guide. IIED Participatory Methodology Series 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1995.

Council of Europe. “Website dedicated to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www.coe.int/t/dghl/standardsetting/equality/default_en.asp

Rosof Adrienne, B. 1992. “Starting objectives. ” I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 Primer. 2nd ed. Edited by Adrienne B. Rosof and Willian

The GMS Toolkit: An Integrated Resource for Implementing the

Campbell Felch, 52-59.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1992.

Gender Management System. London: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Commonwealth of Learning, 2004. See Trainers Guide Front Matter, Unit 3.
www.thecommonwealth.org/Internal/33896/33903/36970/the_gms_toolkit/

Seeds for Change. “Tools for Meetings and Workshops.“
www.seedsforchange.org.uk

Smith, Patricia L., and Tillman J. Ragan. Instructional Design. 2nd ed. Upper

3.2 교수 설계 및 교육 방법론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Carliner, Saul. Training Design Basics. Alexandria, Virginia: ASTD Press,
2003.

University Teaching Development Centre. Improving Teaching and

Dick, Walter, and Lou Carey.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4th ed.

Wellington, 2004
www.utdc.vuw.ac.nz/resources/guidelines/InformalFeedback.pdf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ing, 1996.
Eitington, Julias E. The Winning Trainer: Winning Ways to Involve People in
Learning. 3rd ed. Houston, Texas: Gulf Publishing Company, 1996, p. 412

320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제5부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 321

제5부

제5부

Learning: Informal Feedback. Victoria, New Zealand:Victoria University of

Memo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
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출범하였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사람을 조사·구제하고, 여
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여 개선을 권고하며, 인
권존중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 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국 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권고합니다.
•국 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인 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와 구제
를 합니다.
•모 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
권교육과 홍보 활동을 합니다.
•인 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과 관
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합니다.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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