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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평가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이미지가 평가를 

대변하고 있다. 시험의 수단으로서 평가는 학습자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학습자의 능력을 수치화하거나 학습자 간의 순위를 매기

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발적 목적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평가의 역할은 더 있다. 평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선발, 프로그램 질 관리, 교육

을 위한 진단으로 구분한다(Kim & Kim, 2002; Nagy, 2000). 먼저 

선발을 위한 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 결과를 시험하고, 이를 통해 

줄을 세워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의 두 번째 

역할은 수업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육적 효

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의 

세 번째 역할은 평가를 통해 학생의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 학습 성취

에 방해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가 가진 여러 가지의 역할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대체되기 어렵다(Nagy, 2000), 따라서 교육적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평가는 

과정중심평가이고(MOE, 2015), 평가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과정

중심평가의 전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과정중심

평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Lee et al., 2016). 하지

만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평가의 역할을 토대로 

과정중심평가의 목적이 주로 교육 진단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Lee 

et al., 2020; MOE & KICE, 2017).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인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사람인 창의⋅융합형 인재

로 성장시키는 것을 추구한다(MOE, 2014).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

로 결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게 돕는 것을 과학 교육의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를 시험하려는 목적이라면 평가

가 학습 결과에 대한 시험을 통해 선발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학습자

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는 교육 

진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초점에 

맞추어 평가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과정중심평가는 새로운 평가의 패러다임을 나타내는 용어로 학습 

결과를 평가하던 기존 평가 방식과 구분되는 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

로 파악된다(Shin et al., 2017; Jeon, 2016). 교육평가의 패러다임이 

학습 결과의 평가에서, 학습을 위한 또는 학습 자체로서의 평가로 

바뀌고 있다(Earl, 2013). 즉,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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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는 형태로 보인다(Clark & Rust, 2006; 

Peressini & Webb, 1999). 과정중심평가는 수업과 연동된 평가를 실

행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을 돕는 

평가로 정의된다(Lee et al., 2016). 

여러 사전 연구에서 과정중심평가라는 용어가 특정 평가방법을 

지칭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습자의 발달을 돕기 위해 그들

의 학습 과정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면 과정중심평가의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의 등장 이전에 자주 언급된 용어는 수행평

가이다. 수행평가는 과정중심평가의 지향점과 가장 유사한 평가 개념

으로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사용된 평가방법은 과정중심평가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Kim, 2018; Go, 2019; Lee et al., 2016; Shin 

et al., 2017). 예컨대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제시된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토론, 실기, 실험⋅실습, 면접 등과 같은 평가방법들

은 과정중심평가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Kim & Kim, 2002). Lee 

(2017)는 과정중심평가의 적용을 위해 여러 평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초등학

교 전체에 적용된 시점에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초등교사의 과 함께 

학생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

는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따른 영향과 과정중심평가의 현장 적용 실태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정중심평가의 도입으로 인한 교사

의 평가방법 변화와 초등학생의 피드백 경험 등을 분석하여 과정중심

평가의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초등교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Table 1). 

설문 조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과학교육 선도사업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이하 선도학교) 75개교와 선도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초등

학교(이하 일반학교)를 지역별로 113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해당 학교

의 초등교사 133명과 초등학생 20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는 별도로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 심층면담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수업을 진행해왔으며, 과학과 관련 심화 전공자인 8명

의 초등학교 교사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의 과정중심평가 적용 실태 분석을 

위해 6∼8월 간 설문지와 면담 문항을 개발하였고, 지속적인 연구자 

간 문항 검토 작업과 온라인 설문지의 테스트를 통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8∼9월 연구 대상 선정 작업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할 

선도학교와 일반학교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10월말 2주간

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교사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교사

별로 40∼60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정중심평가의 현장 적용 사례와 관련된 문항 등과 같은 구조

화된 면담 가이드를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미리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한 뒤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3. 검사 도구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조사는 교사용 

설문에서는 과정중심평가의 도입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교사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측면과 교

수적 측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Table 2). 특히, 이전에 수행된 과정중심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참

조하여, 자료 수집이나 피드백 등 과정중심평가가 가진 특징에 초점

을 맞추어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Ban et al., 2018; Hong et al., 

2017). 이를 위해 인식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커트 척도(1

∼5점) 형태로 개발하였고, 일반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형태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방법에 대한 문항은 과학과 선행 연구를 참조

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가방법 10가지를 제시하고, 각 평

가방법별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활용 정도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묻도록 문항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줄었다’, ‘늘었다’ 등 변화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은 학생들이 과학 수업 중 평가와 관련된 장면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에게 과학 

수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문항에서 제시하는 수업 모습과 일치 

정도를 물었다. 주요 장면으로 과학 수업 중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개별

적인 지도 여부, 잘한 점에 대한 칭찬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사의 

조언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설문 범주와 문항의 내용 타당도에 대하

여 과학교육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 6인으로 검증을 거쳤으며, 3차례

의 검증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원 모두

가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설문 범주와 문항을 도출하였다(CVI=1.0).

설문

조사 

구분 선도학교 일반학교 소계

교사

남 27명(46.6%) 31명(53.4%)

133명(100%)여 25명(33.3%) 50명(66.7%)

소계 52명(39.1%) 81명(60.9%)

학생

5학년 619명(48.3%) 663명(51.7%)

2089명(100%)6학년 461명(57.1%) 346명(42.9%)

소계 1080(51.7%) 1009명(48.3%)

심층

면담

구분 전공 경력

A 과학 심화(초등과학교육 박사) 10년∼20년 미만

B 과학 심화 20년 이상

C 사회 심화(환경교육 박사) 10년∼20년 미만

D 과학 심화(초등과학교육 박사) 10년∼20년 미만

E 과학 심화 10년∼20년 미만

F 과학 심화 10년∼20년 미만

G 과학 심화(초등과학교육 박사) 10년∼20년 미만

H 사회 심화(초등과학교육 석사) 5년∼10년 미만

Table 1. Participan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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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내용 문항수
대상

교사 학생

일반

인식

(10문항)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한 동의 1 ○

평가방법의 변화 정도 1 ○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방법 활용 1 ○

학습 과정 및 성과의 가시화 1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제공 1 ○

학생 개인별 성취 향상을 위한 노력 1 ○

평가결과를 통한 수업 개선 1 ○

학생 개별 지원 1 ○

긍정적 피드백 경험 1 ○

조언 제공 1 ○

평가방법

(10문항)

평가방법의 활용 정도 변화

(선택형, 서답형, 서술⋅논술형, 

관찰, 실험실기, 보고서 등)

10 ○

Table 2. Items of survey questionnaire

4. 분석 방법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선도학교 유무, 

성별(교사), 학년(학생)에 따라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방법 유형별 분석에서는 기존의 평가방법과 

새로운 평가방법이 함께 혼재되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기준

을 명확히 하기 위해 Kim & Kim (2002)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행

평가방법과 전통적 평가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분석은 면담 과정에서 녹음한 자료의 전사본

을 계속 비교법으로 분석하여 개방 코딩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

해 이루어졌다. 먼저 3인의 연구자 각각 개방형 코딩 작업을 실시하고, 

서로 코드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최종 합의된 코드를 활용

하여 주요 범주별로 관련 주제와 특징을 추출하였고, 분석자가 도출

한 주요 주제를 모든 연구자가 기존 선행연구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인식 분석

가. 초등교사 인식 분석

1)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중심평가와 관련된 

초등학교 교사의 여러 가지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평가의 전체 문항 평균은 4.25점이다. 문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과정중심평가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서 중요한 요소로 도입된 것에 대해 4.26점으로 과정중심평가의 도입

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초등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자신의 평가방법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4.06점으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 도입으로 인해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평가방법이 변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평가방법의 다양성과 관련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

사의 평균은 4.35점으로 초등교사는 자신이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방

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앞선 질문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교사들은 보다 다양한 과정중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과정중심평가를 위해서는 결과 중심 평가와 달리 학습 과정에 교사

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학습 성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그 성과를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평균은 4.2점으로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 과정

의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서의 평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특정 시간에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에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Hong et al., 2019; Kim & Kim, 2002). 따라서 과정중심평

가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교사는 과정중심평가의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 중의 성취 도달 정도 등에 대한 학습 상태를 파악하

고, 또한 학생이 최종적인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피드백

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드백과 개인별 성취 향상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의 피드백 제공과 관련한 

평균은 4.38점이고, 학생 개별 성취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에 대한 

인식 평균은 4.31점이었다. 이는 초등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에게 적절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개인별 성취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별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정중심평가결과를 통해 자신

의 수업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평균은 4.19점으로 초등교사

들이 평가결과를 학생의 성취 향상뿐만 아니라 수업 프로그램 개선 

등에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eon & Lee, 2019). 

2) 초등교사의 성별 및 학교 유형별에 따른 인식 분석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이 과학교육 선도사업 학교 여부 혹은 교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정중

심평가에 대한 전체 영역의 남교사 평균은 4.20점이고, 여교사 평균은 

4.29점으로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의 평균이 0.09점 더 높았다(Table 

3). 각 영역별로는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Figure 1. The analysis resul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the process-based evaluation



Kwak & Ha

466

태도와 학습 과정에 대한 가시화 부분의 2개 영역에 대해서 남교사의 

인식이 높게 나왔고, 그 외 5개 영역에서는 여교사의 인식이 높게 

나왔다. 예컨대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남교사(M=4.28)가 여

교사(M=4.24)에 비해 0.04점 더 높게 나왔으며, 학습 과정과 그 성과

에 대해 드러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남교사의 인식 평균이 4.21점으

로 여교사(M=4.20)보다 0.01점 더 높게 나왔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으로 인한 평가방법의 변화 정도에 대해 여교사 평균이 4.09

점으로 4.02점인 남교사 평균에 비해 0.07점 더 높았으며,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교사의 평균이 4.44점으로 

남교사의 4.31점보다 0.13점 더 높게 나타났고, 과정중심평가의 결과

를 수업 개선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교사(M=4.27)가 남교사

(M=4.09)보다 평균 0.18점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는 

여교사의 평균이 높았다. t-test를 통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평균이 교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

해 평가방법이 변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과정중심평가의 

적용 실태 분석 결과에서는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하고, 학습 과정 속 학생들의 개별 학습 상태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

하는 등 과정중심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E 

& KICE, 2017). 

영역

M

t df p남교사

(n=58)

여교사

(n=75)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한 동의
4.28 4.24 .271 131 .787

평가방법의 

변화 정도
4.02 4.09 -.533 131 .595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방법 활용
4.31 4.37 -.551 131 .582

학습 과정 및

성과의 가시화
4.21 4.20 .051 131 .960

학생에 대한 

피드백 제공
4.31 4.44 -1.125 131 .263

학생 개인별 성취 

향상을 위한 노력
4.26 4.35 -.709 131 .480

평가결과를 통한

수업 개선
4.09 4.27 -1.362 131 .176

전체 4.20 4.29 -.828 131 .409

Table 3. The result of teachers’ perception by gender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과학교육 선도사업 운영 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전체 영역의 

선도학교 평균은 4.41점이고, 일반학교 평균은 4.14점으로 선도학교 

평균이 0.27점 높았다(Table 4).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선도

학교의 교사가 일반학교보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을 나타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세부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선도학교

(M=4.48)가 일반학교(M=4.11)에 비해 0.37점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사의 

평가방법 변화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선도학교 교사 평균이 4.15점

으로 4.00점인 일반학교 교사 평균에 비해 0.15점 더 높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학교 유형에 상

관없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해 평가방법 측면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역

M

t df p선도

(n=52)

일반

(n=82)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한 동의
4.48 4.14 2.83** 131 .005

평가방법의 

변화 정도
4.15 4.00 1.06 131 .289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방법 활용
4.52 4.23 2.93** 131 .004

학습 과정 및

성과의 가시화
4.44 4.05 2.20* 131 .029

학생에 대한 

피드백 제공
4.54 4.28 1.94 131 .054

학생 개인별 성취 

향상을 위한 노력
4.48 4.20 2.28* 131 .024

평가결과를 통한

수업 개선
4.35 4.09 2.51* 131 .013

전체 4.41 4.14 2.78** 131 .006

*p<.05, **p<.01

Table 4. The result of teachers’ perception by school type 

과정중심평가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교

유형별 분석에서 선도학교 평균은 4.52점으로 4.23점의 일반학교 평

균보다 0.29점 더 높았다. 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며, 

이를 통해 두 집단 모두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 선도학교의 교사가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학습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드러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선도학교 평균이 

4.44점으로 일반학교(M=4.05)보다 0.39점 더 높게 나왔고, 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이다.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평균의 경우, 선도학교가 4.48점이고, 일반학교 평균이 4.20점이

었다. 평균 차이는 0.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이를 통해 

선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 개별 성취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

공한다는 인식이 더 강함을 확인하였다. 과정중심평가의 결과를 수업 

개선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선도학교(M=4.35)가 일반학교(M=4.09)

에 비해 0.26점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선도학교의 

교사가 일반학교 교사보다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유형별 분석 결과, 모든 영역 평균에서 선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왔다. 평가방법의 변화와 피드백 제공

의 경우,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영역 전체 평균과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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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에서는 선도학교의 평균이 더 높았다. 즉, 선도학교에 근무하

는 교사가 과정중심평가의 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이며, 다양한 평가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초등학생 인식 분석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사의 개별적 형태의 수업 지원, 긍정적 피드백 경험, 교사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Table 5). 

전체 평균은 3.82점으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수

업에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개별적 지원이나 긍정적 피드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의 경우 3.87점으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 대해 만족함을 보였다. 학년

별 분석을 통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적용 기간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적용 2년차인 5학년 학생의 평균

이 3.83점으로 1년차인 6학년 학생의 평균 3.80점보다 0.03점이 더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학교유형별 전체 평균을 분석한 결

과, 선도학교 학생의 평균은 3.84점이고, 일반 학교 학생의 평균은 

3.79점으로 선도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평균이 0.05점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문항 전체 평균에 대해 학년이나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항별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학생 개별 지원에 

대한 인식에서 선도학교 학생의 평균은 3.80점이고, 일반 학교의 평균

은 3.71점으로 선도학교 학생의 평균이 0.11점 더 높다. 긍정적 피드

백에 대한 경험에서는 5학년 학생의 평균이 3.92점이고, 6학년 학생의 

평균이 3.80점으로 5학년 학생이 0.12점 높은 평균을 보였다. 교사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에서 선도학교 학생의 평균은 

3.87점이고, 일반 학교의 학생 평균은 3.78점으로 선도학교 학생의 

평균이 0.09점 더 높았다. 칭찬 등 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피드백의 경험이 교육과정 2년차인 5학년에게 높게 나타났고,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적 지원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인식은 과학교육 선도사업을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들에게

서 높게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의 경우 학년 간 비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적용 기간이 긴 5학년이 

높게 나왔고, 평가 관련 문항 중 긍정적 피드백 경험과 그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참여형 수업을 강조하는 선도학교와 

함께(Kang et al., 2020), 피드백이 있는 과정중심평가를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체험한 기간이 길수록 피드백 경험 등과 같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ee et al., 2020). 

2. 평가방법별 활용 실태 분석

가. 초등교사의 평가방법 활용 실태

초등교사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업에서의 평가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초등학교에서의 과정중심평가 활

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방

법에 대한 활용에 대해 교사의 응답 결과는 Fig. 2와 같다. 

초등교사의 평가방법 활용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9점으로 제시된 

평가방법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평가의 형태

를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의 전통적 평가와 논술형과 실험 등

의 수행평가로 나누어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평가는 2.52점으로 다소 활용이 줄었고, 수행평가는 3.85점으

로 활용 정도가 증가했다. 초등교사들의 평가 활용이 2015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 전통적인 형태의 평가에서 수행평가 형태

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평가방법별 분석에서 활용의 증가 정도가 가장 큰 평가는 관찰 

구분

(N)

평가 관련 문항
수업

만족도문항

전체

학생

개별 지원

긍정적 피드백

경험

조언 

제공

전체

(2089)

M 3.82 3.75 3.87 3.82 3.87

SD .89 1.04 1.03 1.00 1.10

학년

5학년

(1282)

M 3.83 3.75 3.92 3.82 3.93

SD .86 1.03 .99 .98 1.08

6학년

(807)

M 3.80 3.76 3.80 3.83 3.79

SD .94 1.05 1.09 1.03 1.12

t-test
t -.798 -.137 2.419* -.214 2.834*

p .425 .891 .016 .831 .005

학교유형

선도

(1080)

M 3.84 3.80 3.85 3.87 3.90

SD .90 1.04 1.06 1.00 1.08

일반

(1009)

M 3.79 3.71 3.90 3.78 3.85

SD .88 1.04 .99 1.01 1.11

t-test
t 1.179 2.032* -1.070 2.130* 1.079

p .238 .042 .285 .033 .281

*p<.05

Table 5. The result of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process-centered 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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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평균이 4.27점이었다. 실험이나 실기 방법은 4.08점으로 두 

번째로 평균이 높았다. 반면에 활용이 가장 줄어든 평가 형태는 선택

형 평가방법으로 2.16점이다. 서답형의 경우 2.89점으로, 초등교사들

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로 선택형 평가방법 

활용이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 평가 중에서도 객관식 

형태로 제시되는 평가방법의 활용 정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수행평가

에 해당하는 8가지 평가방법은 모두 활용 정도가 증가하였다. 

Figure 2. The use of assessment tools for the

process-centered performance assessment

나. 학교유형별 평가방법 활용 실태

평가방법의 활용 실태를 초등교사의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6). 초등교사의 근무지를 선도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평가 활용에 대한 전체 평균은 선도학교가 3.74점이고 

일반학교가 3.48점으로 선도학교에서 평균이 0.26점 더 높게 나왔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초등학교 교사 모두 2015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 제시된 평가방법들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선도학교의 교사가 평가 활용 정도가 상대

적으로 더 많음을 보여준다(Table 6). 

구분
학교 유형

t df p
선도 일반

평가 전체 3.74 3.48 3.484** 131 .001

전통적

평가

선택형 2.19 2.14 .313 131 .755

서답형 2.90 2.88 .132 131 .895

소계 2.55 2.51 .246 131 .806

수행

평가

서술⋅논술형 3.96 3.85 .832 131 .407

관찰 4.44 4.16 2.239* 131 .027

구술 3.90 3.51 2.689** 131 .008

실험 실기 4.13 4.05 .622 131 .535

보고서 4.02 3.85 1.227 131 .222

포트폴리오 3.83 3.57 1.727 131 .087

토의⋅토론 3.81 3.37 3.092** 131 .002

프로젝트 4.25 3.47 5.426*** 131 .000

소계 4.04 3.73 3.485** 131 .001

*p<.05, **p<.01, ***p<.001 

Table 6. The results of t-test on the uses of assessment tools

by school type

전통적인 평가의 경우 선도학교는 2.55점이고, 일반학교는 2.51점

으로 0.04점 선도학교가 더 높게 나왔고, 전통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선택형과 서답형의 평균 차이는 0.05점과 0.02점으로 모두 선도학교

에서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

다. 이를 통해 전통적 평가의 활용이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줄어

들었고, 특히 선택형 유형에서 그 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서답형의 

경우, 모든 평가방법 중 이전과 동일한 수준인 3.0점에 가장 가까운 

평균을 값을 가지는데, 이는 활용 변화가 가장 없음을 보여주며 이전 

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비슷하게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행평가의 평균 비교 결과, 선도학교의 평균은 4.04점이고, 일반

학교는 3.73점으로 0.31점의 차이가 있었다. 각 방법별로 평균의 차이

는 0.08∼0.78점이었다. 서술⋅논술형의 경우, 선도학교 평균이 3.96

점이고, 일반학교 평균이 3.85점으로 가장 차이가 적었다. 실험 실기

와 보고서, 포트폴리오 순으로 평균 차이가 적었으며, 이들 4가지 평

가방법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서술⋅논술형, 실험 실기, 보고서, 포트폴리오의 평

가방법 활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관찰, 구술, 토의⋅토론, 프로젝트는 선도학교와 일반학교의 평균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평균 차이를 보인 프로

젝트 평가방법의 경우 선도학교 평균이 4.25점이고, 일반학교 평균이 

3.47점이었다. 이는 과학교육 선도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프로젝

트나 토의⋅토론을 통한 평가방법이 일반학교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

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행평가의 방법 중 두 집단에서 가장 높은 활용이 늘어난 평가방

법은 관찰 평가로 선도학교 평균이 4.44점이고, 일반학교 평균이 4.16

점이었다. 반면에 토의⋅토론은 선도학교에서 3.81점 일반학교에서 

3.37점으로 공통적으로 수행평가 중 활용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관찰 평가방법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으며, 토의⋅토론을 통한 평가방법에 대한 초등교사의 소극적인 태도

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선도학교의 경우 활용 정도가 일반교사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과학교육 선도사업이 해당 학교 교사의 평가방법의 

다양성에 기여함(Kang et al., 2020)을 보여준다.

다. 성별 평가방법 활용 실태

초등교사의 성별에 따른 평가방법 활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설문에 제시된 평가방법의 활용 실태에 대해 남교사 

평균은 3.55점이고, 여교사 평균은 3.62점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0.07

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Table 5), 이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도입 후 설문에서 제시된 평가방법의 활용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의 성격에 따라 전통적 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적 평가의 활용 실태에서 남교사의 평균은 2.73점이고, 여

교사의 평균은 2.36점으로 남교사의 평균이 0.37점 더 높게 나왔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며, 세부적으로 전통적 평가 중 선택

형의 경우 남교사 평균이 2.34점이고, 여교사가 2.01점으로 모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도입 후 활용이 줄었으며, 성별의 차이는 0.29

점이었다. 서답형에서는 남교사는 평균이 3.12로 활용이 비슷한 수준

이거나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인 반면 여교사는 2.71점으로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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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다. 성별의 평균 차이는 0.41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이 도입된 후에 전통적 평가의 활용을 보다 더 줄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선택형보다는 서답형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남교

사의 경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에도 전통적 평가

인 서답형의 활용이 줄지 않았다.  

수행평가의 활용 실태에서 남교사의 평균은 3.71점이고, 여교사의 

평균은 3.83점으로 여교사의 평균이 0.12점 더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성별에 상관없이 수행평가의 활용 정도

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수행평가의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평가방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 보고서를 통한 평가방법에서 남교사의 평균은 3.72점이고, 여교사

의 평균은 4.07점이며, 여교사의 평균이 0.35점 더 높았다. 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했으며, 보고서를 활용한 방법에서 여교사의 활용 증가 

정도가 남교사에 비해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 외 7개의 평가방법에서 

두 집단의 평균은 3.45∼4.32점 사이에 위치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평가방법의 활용이 모두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활용 정도가 크

게 증가한 평가방법은 남교사 평균이 4.21점이고 여교사 평균이 4.32

점인 관찰 평가이며, 토의⋅토론을 통한 평가방법은 다른 평가방법에 

비해 교사의 활용 증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3. 과정중심평가 적용의 어려움

과정중심평가의 정책적 도입에 대해 초등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하였지만, 면담 분석 결과 과정중심평가 적용의 장애 요소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인지적 차원에서의 어려움, 실천적 측면에서의 어려

움, 정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인지적 차원에서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

움이다. 과정중심평가의 적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정중심평가의 정

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C와 교사F

는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과정중심평가를 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다른 교사의 

면담에서 찾을 수 있는 교사A는 교육과정 상에서 과정중심평가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사D의 

경우 과정중심평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사

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사A: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전문을 보면 과정 

중심평가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고, 과정을 중

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고 정책적으로 역량과 과정 중심평가

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교과역량보다는 과정 중심평가의 의미를 

일반 교사들이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교사C: 과정 중심평가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정이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지는 어

려워하고 있어요. 

교사D: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 반응은 매우 부정

적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분명하지 않고, 성장 중심의 

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사례도 부족하며, 평가 업무가 

매우 과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F: 과정 중심평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 

실천적 측면의 어려움은 과정중심평가의 실행과 관련된 어려움이

다. 교사들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정중심평가가 평가 업

무의 과중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교사D). 교사B와 교사G의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를 위해 평가 전에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평가 과정에서도 증가된 평가 횟수와 개

별적 피드백 등은 이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사에게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사B: 본질적으로 과정 중심평가가 되려면 사전작업이 많아야 한다. 

교육과정도 분석해야 하고, 목표 분석, 어떤 수업을 해야 하고, 

어떤 평가가 필요하고 등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교사G: 서울시에서 과정 중심평가를 엄청 강조하는데, 성취기준, 각 단

원, 학기별로 성취기준 도달하게 하도록 하는데 초등학교 성적

표 기록은 3, 4주제를 하는데, 그것과 구별을 못하더라. 과정 

중심평가에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서 과학팀을 학년별로 1명씩 

뽑아서 성취기준 이수를 판단해야 하는데, 초등은 단원별로 2∼

4개 성취기준이 있는데 각 한 단원에 두어 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 선생님들마다 너무 어려워한다.

초기에 교사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도입된 과정중심평가

가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될 때에 이에 대한 이해나 적용을 위한 지원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회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Lee et al., 2020). 

교사A: 교사들이 일일이 평가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과정 중심평

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 매번 그렇게 과정 중심평가

를 시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 현실적으

로 수행평가를 하는 차시에 각 학기에 한두 번 수행평가를 할 

때 과정 중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정들을 구성해놓고 

체크리스트들 준비해서 약간 소극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교사C: 실험활동 중심으로 주로 참여 정도 등을 파악한다. 

교사D: 성장이나 피드백에 대해서 들은 선생님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걸 

구분
성별

t df p
남 여

평가 전체 3.55 3.62 -.868 97.843 .388

전통적

평가

선택형 2.34 2.01 1.888 131 .061

서답형 3.12 2.71 2.068* 131 .041

소계 2.73 2.36 2.267* 131 .025

수행

평가

서술⋅논술형 3.83 3.95 -.918 131 .360

관찰 4.21 4.32 -.899 131 .370

구술 3.57 3.73 -1.104 131 .271

실험 실기 3.95 4.19 -1.787 131 .076

보고서 3.72 4.07 -2.602* 131 .010

포트폴리오 3.57 3.75 -1.197 131 .233

토의⋅토론 3.45 3.61 -1.151 131 .252

프로젝트 3.71 3.83 -.736 100.381 .463

소계 3.75 3.93 -1.965 131 .052

*p<.05

Table 7. The result of t-test on the use of assessment tool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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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 쓰고 어떻게 체크하고 제대로 피드백이 되느냐에 대한 

반발이 많다. 

교사E: 아주 좋지는 않다. 왜냐면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해오던 평가와 

다른 게 없고, 기존에도 수행평가를 해오고 있었다. 

교사H: 매 차시마다 학생들의 진행 과정을 물어보고, 학생들의 역할 

분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결과들을 평가에 반

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각 교과별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정리하는 복습노트를 쓰도록 강조하고 1주일에 한 번씩 검사 

및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 요소는 이와 같이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일괄적

으로 실시되던 평가방법에 비해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대

해야 하는 평가 방식이기에 과정중심평가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사의 

평가 업무가 늘어난다. 이로 인해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도 부정적으로 변한다. 교사A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

고, 교사D도 피드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며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의 불만을 제시하였다. 교사면담 결과로부터 과정중심

평가는 초등교사에게 회의적으로 인식되며(교사D, 교사E와 교사H), 

그 결과 교사들은 기존 평가 방식을 고수하거나 간략한 정보 파악으

로 평가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정중심평

가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과

정중심평가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초등교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는 성별에 무관했지만, 근무 학교의 과학교육 선도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과학교육 선도사업이 과정중심평가의 도입

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초등교사

의 평가방법에 변화가 있었다. 선택형이나 서답형과 같은 전통적 평

가의 활용이 감소하고, 수행평가 유형의 평가 활용이 증가하는 형태

로 변화가 일어났다. 초등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평가방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평가방법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 심층면담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과정중

심평가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교사 업무 과중 등으로 

과정중심평가의 실행과 관련된 어려움, 교사의 평가 업무 과중과 실

효성에 대한 의문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과학과 과정중심평가 안착과 개선을 

위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정중심평가의 취지를 살려서 피드백이 있는 과정중심평가

를 강화하되, 그에 수반되는 교사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에서 개별적 지원, 긍정적 피드백 제공, 조언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이 상대적

으로 긴 학생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선도학교 학생은 수업 중 개별적 지원이나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선도학교일수록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체험한 기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학생 

반응은 개선된 반면에, 교사들은 평가 횟수 증가와 개별 피드백 등으

로 인한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생 개개

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과정중심평가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의 피드백 전략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맡겨두기

보다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행방안 

보급이 필요하다. 초등교사는 과정중심평가의 도입 취지에 대해 공감

을 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

을 느끼거나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교사들은 주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실제 적용을 위한 시간 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주로 선발을 목적으로 학생의 학습 결과에 초점을 맞추던 결과 중심 

평가에서, 학생의 학습 발달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중심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교사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정중심평가를 도

입하는 것에 대해 초등교사는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정중심평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정중심평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초등교사의 과정중심평

가에 대한 주된 인식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과정중심평가의 피드백에 

대해 1인의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교사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Kim, 

2018). 따라서 피드백이 있는 과정중심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사의 평

가 전문성 개발 지원과 함께 실행 가능한 피드백 방안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등학교 현장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는 과정중심평가의 정

책적 도입, 학습 과정에 대한 가시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심층면담에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인지적, 실천적, 정서적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전에도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 업무 부담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Shin, 2017).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었지만, 본 연구의 교사면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초등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의 구체적인 사

례에 대한 정보 부족을 느꼈고, 이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과학선도 학교에 근무하

는 교사의 경우 일반 학교 교사에 비해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과학교육 선도사업 운영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 간 과학과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도사업 운영 경험을 일반 학교에 확대한다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초등교사

의 인식 개선과 과정중심평가 적용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중심

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등교사들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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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심평가를 교육과정 총론 수준의 선언적인 개념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과정중심평가를 위해 이미 개발된 자료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과정중심평가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

이 원하는 것은 학교 수준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임

을 감안하여, 기존의 유사한 개념과 차별화되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의, 과정중심평가의 대표 사례 개발⋅보급, 교사들이 

실행해온 수행평가를 과정중심평가로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

로 현장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

심평가의 초등학교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초등교사(133명)와 초등학생(2,089명)을 대상으로 과정중심평

가와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8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초등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의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5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의 도입 이후 수행평가 유형이 증가하고, 전통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과정중

심평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별적 지원이나 긍정적 피드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해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실제 적용을 위한 시간 부족 등과 같은 초등교사의 과정중심평

가 적용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 이해 제고의 필요성, 과정중심평가 자료 보급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과정중심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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