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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10. 22.(목) 배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 2018 글로벌 역량 결과 발표

◈ 우리나라 학생,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평가에서 

우수한 성취와 태도 확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
*
)

2018의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결과를 2020년 10월 22일(목)

18:00**에 분석·발표하였다.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프랑스 파리 시각 2020년 10월 22일 11:00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에서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평가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인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을 혁신적 평가 영역으로 추가하여

최초로 평가하였다.

◦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이란 ▴세계적(global) 및 상호

문화적 사안(issue)을 설명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을 이해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웰빙(Well-being)’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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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역량 (Global Competence)’은 설문과 인지적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에 참여한 79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 중 학생 설문은 66개국

(회원국 27개국, 비회원국 39개국)이, 인지적 평가는 27개국(회원국 11개국,

비회원국 16개국)이 참여하였다.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평가 구성 및 방식

▪ 전체 4개 차원에 대하여 학생 설문(4개 차원) 및 인지적 평가(3개 차원)로 측정

차원 학생 설문 인지적 평가
1.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 ○

2.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 ○
3.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 ×

4. 집단의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 ○

* 3번 차원은 시험 방식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인지적 평가에서 제외

※ 설문 결과: 학생 설문에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태도 및 성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index)로 제시함

※ 인지적 평가 결과: 인지적 평가에 참여한 전체 27개국의 정답률을 제시함

□ 글로벌 역량의 4개 차원별 설문 및 인지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과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 설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글로벌 이슈(global issue)에 대한 자기

효능감*’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게, ‘글로벌 이슈(global

issue)에 대한 인식’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행동을 통해원하는결과를달성할수있는자신의능력에대한자신감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관련 지수>

구분             지수 글로벌 이슈(global issue)에 대한 
인식

글로벌 이슈(global issue)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한민국 평균 -0.3 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0 0.0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여 표준화한 수치

- 인지적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46.7%로,

참여국 평균보다 약 9%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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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평가에 참여한 27개국의 평균 정답률>

②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과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 설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 이민자에 대한 태도’ 지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관련 지수>

              지수
 구분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문화 학습에 
대한 흥미

다른 문화권 사람에 
대한 존중 인지적 적응성* 이민자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 평균 0.2 -0.1 0.2 -0.1 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0 0.0 0.0 0.0 0.0

* 인지적 적응성: 새로운 요구 및 도전이 제기되는 문화적 환경이나 상황에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여 표준화한 수치

- 인지적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49.4%로, 참여국

평균보다 약 11%p 높았다.

<인지적 평가에 참여한 27개국의 평균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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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차원의 측정은 설문만 시행하였으며,

- 설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지수는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관련 지수>

구분            지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평균 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0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여 표준화한 수치

④ ‘집단의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과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 설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이 세계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글로벌 이슈(global issue)에 

대한 주체성’ 지수는 0.5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의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관련 지수>

구분             지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체성

대한민국 평균 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0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여 표준화한 수치

- 인지적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40.4%로,

참여국 평균보다 약 7%p 높았다.

<인지적 평가에 참여한 27개국의 평균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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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적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509점을 얻어

27개 참여국 전체의 평균 점수(474점)보다 35점 높게 나타났다.

◦ 최고 5수준과 최저 1수준으로 구분되는 인지적 평가의 성취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3수준과 2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성취수준별 학생비율(%)

- 대한민국 (5수준) 4.4, (4수준) 14.5, (3수준) 24.7, (2수준) 24.6, (1수준) 17.7, (1수준미만) 14.2

- 참여국평균 (5수준) 4.3, (4수준) 9.3, (3수준) 16.2, (2수준) 21.2, (1수준) 22.5, (1수준미만) 26.5

◦ 우리나라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518점으로 남학생의 500점보다 18점이

높았으며 (27개 참여국 평균 점수차 26점), 27개국 중 26개국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국제본부는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에 순위 없이

국가별 평균 점수만 산정하여 제시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참여국별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인지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

국가명 전체학생
평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국가

국가명 전체학생
평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국가

싱가포르 576 　 몰타 479 러시아

캐나다 554 　 칠레 466 세르비아

홍콩(중국) 542 스코틀랜드(영국) 세르비아 463 칠레~코스타리카

스코틀랜드(영국) 534 대만, 홍콩(중국) 콜롬비아 457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대만 527 스코틀랜드(영국) 코스타리카 456 콜롬비아, 세르비아

스페인 512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브루나이 429 알바니아, 태국

대한민국 509 크로아티아, 스페인 알바니아 427 브루나이, 태국

크로아티아 506 대한민국, 스페인 태국 423 알바니아, 브루나이

라트비아 497 이스라엘 파나마 413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496 그리스~라트비아 인도네시아 408 모로코~파나마

리투아니아 489 슬로바키아~이스라엘 카자흐스탄 408 모로코~파나마

그리스 488 이스라엘~러시아 모로코 402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486 리투아니아~러시아 필리핀 371

러시아 480 그리스~몰타 참여국 평균 474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점수를 500으로 두고, 표준편차를 100으로 하여 척도화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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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취와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인권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G lobal Com petence)’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글로벌 역량(Global Com petence)‘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2018 개요 및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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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 2018 개요 및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설명

□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 (목적)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과 교육맥락변

인을 분석하여 각국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

◦ (평가 영역 및 대상) 읽기, 수학, 과학 / 만 15세(중3~고1)

PISA주기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22
*

핵심

영역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혁신적
영역

- 문제
해결력

- -
창의적
문제
해결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글로벌
역량

창의적
사고력

* 3년 주기로 2021년 예정이던 PISA 2021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1년 연기

□ PISA 2018 혁신적 영역‘글로벌 역량’

◦ (목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 평가

◦ (측정방식) 인지적 평가(3개 차원) 및 설문(4개 차원)

역량 구성(차원) 자기보고식 설문 인지적 평가(시험)

1.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 ○

2.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 ○
3.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 ×

4. 집단의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 ○

    * 3번 차원은 시험 방식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인지적 평가에서 제외

◦ (참여국) PISA 2018 참여 79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중 인지적 평가

27개국(OECD 회원국 11개국), 학생 설문 66개국(OECD 회원국 27개국)

인지적 
평가

(27개국)

그리스, 대만, 대한민국,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브루나이,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알바니아, 스코틀랜드(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태국, 파나마, 필리핀, 홍콩 ※ 가나다순, OECD 회원국은 진하게 표시

설문
참여국
(66개국)

인지적 평가 참여국(27),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레바논, 루마니아,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바쿠(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코소보, 
키프로스, 터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 가나다순, OECD 회원국은 진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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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PISA) 2018 글로벌 역량의 차원> <피사(PISA) 글로벌 역량 측정을 위한 설계>

◦ (설문 문항) 글로벌 역량의 4개 차원 측정을 위한 ‘글로벌 이슈와 

문화에 대한 학생의 인식/ 인지적 사회적 기능과 태도/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관한 학교 교사 부모로부터의 

정보’ 등의 구체적인 설문문항 구성

◦ (인지적 평가 문항) 3개 차원의 지식과 인지적 기능 측정을 위한 

18개 단위문항(unit)*으로 구성(개별 문항 총 69개)

* 1 unit = 1 시나리오, 특정한 글로벌 또는 상호문화적 이슈에 초점,

      (시나리오 :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과 관련 있다고 간주되는 ‘문화와 문화 간 

관계; 사회경제적 개발과 상호의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도, 갈등, 그리고 인권’ 중 하나를 포함)

<글로벌 역량 인지적 평가의 차원별 문항 수>

차원 개별문항수

1.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37

2.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18

3.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

4. 집단의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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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문항) 역량 차원별, 성취수준별 개별문항으로 단위문항 구성

<PISA 2018 공개 문항>

구분                                단위문항한쪽이야기 난민올림픽 언어정책 윤리적의류 해수면상승

차원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4 2 0 0 2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1 3 0 1 1

집단적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0 0 4 3 2

성취

수준

1수준 1 0 0 0 1

2수준 2 1 1 1 0

3수준 0 2 1 1 1

4수준 0 1 2 2 1

5수준 2 1 0 0 2

총 계 5 5 4 4 5

- 출제 단위문항 예시(공개 문항 중 ‘한쪽 이야기’ 화면)

[그림 1] 공개 문항 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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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개 문항 화면 (2)

[그림 3] 공개 문항 화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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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개 문항 화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