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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등학교 수학교사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에

근무하는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25명의 수학교사로부터 평가에 관한 6가지 영역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중요도-수행도 분석기법(IPA)을 사용하여 학교급별, 경력별, 학교

규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고등학교에 비해 중요도와 수행

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경력이 높을수록 높은 중요도-높은 수행도, 낮은 중요도-낮은 수행도가 많이 나타

나고. 학교규모가 클수록 낮은 중요도-높은 수행도에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d compare perceptions of middle and high school mathematics teachers on

assessment. For the purpose, we developed and used a survey consisting of two parts(importance/performance on

assessment and general opinion on process-based assessment). We gathered data from 188 middle school and 125

high school mathematics teachers in Incheon area.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As results, middle school mathematics teachers showed higher perception on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almost all area on assessment than high school teachers. In addition, research results based on

teaching experience indicated that mathematics teachers having more teaching experience seemed to perceive high

importance-high performance and low importance-low performance tasks more than mathematics teachers having

less experience. In particular, middle school teachers recognized many low importance-high performance tasks

according to their teaching experience. The IPA gave u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school size. The larger

the school, the more diverse opinions appeared tasks in low importance-high performance. From the general

opinion on process-based assessment,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teachers also seemed to have more positive

perspectives and to be more active in assessment than high school mathematics teachers. Finally, we discuss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n process-bas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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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교육에서 평가는 수학교육 본연의 목표 및 일반

교육 원리와 일관되게 유지하려 노력한다. 국가 교육과정

및 정책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실제 수업에서의

구현에 대한 점은 세세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제시된다

(Hwang & Kim, 2018). 이렇게 학교현장의 실행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함께 평가의 변화도

언급하고 있고, 이렇게 평가 부분에서 수학교육의 변화를

이룰 방안으로 과정 중심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Lee et

al., 2016). 평가에서 변화를 준다는 것은 교수·학습에 전

반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 방향

과 상관없이 학교현장에서의 구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따를 수 있다. 과정 중심 평가가 수학교육에서 실제적

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

움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모든 학년에 적용된 현재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의견 파악이 필요하다.

수학교사는 수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을 설계

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평

가로서의 과정 중심 평가는 교사가 교수·학습 개선을 위

해 수업에서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상황 정보를 수집

하고 학습을 돕는 피드백과 같다(Kang & Jung, 2018).

결과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 이후의 평가자로서 교사를

생각한다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의 과정을 평가와

연계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학습의 전 과정과 연결

되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과정 중심 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실행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에서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학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Hong, Chang, &

Kim, 2017). 특히 과정 중심 평가와 같이 결과 중심이 아

닌 과정까지 고려하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수학교사들이 생각하는 평가에 대한 관점과 실제 학교현

장에서의 실행도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학교사들이 생각하는 평가

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도 조사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생각하는 평가 목적, 유

형, 핵심역량, 결과 활용, 피드백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중

요도와 수행도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수학교사 경력별, 학교규모별로 평가에 관한 중

요도와 수행도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이 연구의 결과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과 평가

Pang 외(2020)의 수학교육 연구 동향 연구를 살펴보

면, 평가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 주제들에 비해 가장

적은 편이면서 2000년대 이후 급증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학교육 분야에서 평가 문항 및 기준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가 가장 많았고 평가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수학 교과의

평가는 지필 환경을 기본으로 선택형 시험이나 서술·논술

형 시험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평가 문항이나 기준

이 주된 연구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초기에 과정 중심 평

가의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Lee et al.,

2016) 그 의미나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들(Kofac 2012;

2017; Kang et al., 2018; KICE, 2016, 2017)이나 과정 중

심 평가의 개념과 방향에 관한 연구들(Kim, 2018; Lee et

al., 2016; Jeon, 2016; Choi, Lee, & Kim, 2017)이 나타났

다. 수학과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학습자

의 학습 과정을 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연구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이후에는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

면서 평가 실행과 관련한 사례 중심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 과정 중심 평

가도구를 검토한 사례를 살펴본 연구(Shin & Lee, 2018)

나 여러 평가 유형 중 수행평가에 중심을 두고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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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평가 정책에 대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심층면담을 진행하기도 하고(Shin, Ahn, & Kim,

2017) 수학수업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를 실행한 사례

(Kim, 2017)나 초등 수학수업에서 과정 중심평가 적용 방

안에 대한 연구(Jeon & Lee, 2019) 등이 나타났다.

하지만 수학교육 연구 동향 결과(Pang et al., 2020)를

다시 언급하면, 50여 년간의 연구에서 수업 및 지도 방안

과 관련된 연구는 가장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반해 평

가와 관련된 연구는 가장 적게 이루어졌다. 최근 강조되

는 과정중심평가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야 한다는 주장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실행되는 수업 과

정에 평가를 함께 하는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

는 평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수학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평가와 실행에 대한 인

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로부터 평가 영역에서

평가의 목표와 목적, 평가 방법 및 유형, 평가 결과의 활

용, 피드백 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들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나 새

로운 평가 정책 시행 등과 맞물려 계속되어 왔다. 교사들

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는 최근 초등

교사 대상 연구(Hong et al., 2019), 고등학교 교사 대상

연구(Oh, Kwon, & Kim, 2019), 초·중·고 통합 연구(Ban,

Kim, Park, & Kim, 2018; Chung, Lee, Yoo, Shin, Park,

& Han, 2012) 등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인

평가에 대한 수학교사 인식 조사 연구 중에서 Chung 외

(201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과 평가의 개선점으

로 ‘입시위주의 평가방식’이 언급되었고 ‘평가시간의 부족’

이나 ‘상급학교 선발평가와의 연계성 부족’, ‘평가 관련 자

료의 부족’,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 및 교실 환경의

한계’ 등의 문제로 수학과에서 다양한 평가 방식이 실행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평가의 어려움으로 ‘채점,

평가결과 분석, 사후지도 등의 시간적 부담’, ‘교수학습 과

정 중 평가시간 확보의 어려움’, ‘평가문항 및 평가기준의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 결과로부터 수학

교사들이 지필평가가 아닌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하는 것부터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 결과 분석과

피드백 과정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hung 외(2012)의 연구에서는 교직경력별, 학교

급별로 수학교사들이 생각하는 수학적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직경력이 20년

이상으로 많을수록 ‘서·논술형 지필평가’가 수학적 과정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평가방법으로 적당하

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경력이 낮을수록 ‘연구보고서

/프로젝트법’, ‘토론법’과 같은 다른 유형을 선택하였다.

수학적 과정의 구성 요소도 대부분 수학적 문제해결만을

언급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교사

들은 수학적 의사소통의 평가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토론법’을 선택한 반면,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들

은 절반이 ‘토론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평가유형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석하였고 학교급에 따라 평가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고 논의하였다. 이 결과는 수학교사들의 교직경력별, 학교

급별로 학교현장과 수업에서의 상황과 평가에 대한 이해

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의 설계나 도입에

고려할 점들을 시사한다.

Ban 외(2018)의 연구는 초·중학교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68% 이상의 교사들이

과정 중심 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창의적, 복합적 사고 향

상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학교

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교과별 순차 도입을 선호하고 중

학교는 모든 교과 동시 도입을 선호하는 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수 적정화, 교과연구회 등의 연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Oh 외(2019)의 연구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교사 경력이나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교사들은 ‘피드백을 이용한 재평가 기회 제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면담, 관찰, 동료평가 등의 새

로운 평가 유형들은 중요도나 실행도가 모두 낮은 후순

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연관되어 있음에

도 과정 중심 평가의 도입과 실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학생들의 학습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하지만 여전

히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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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지만, 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구분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가와 관련하여 중등 수학교사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학교

현장의 상황을 진단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과정

이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인천

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교육 전

문가 2인과 수학교사 1인이 함께 설문지와 연구계획서를

구상한 뒤, 연구자 소속 기관 IRB에 제출하고 연구 허가

를 받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첫째, 연

구자들이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7개의 영역

을 찾고 둘째, 고등학교 수학교사 10명으로부터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6개의 영역을 확정하였다.

셋째,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

를 확정한 뒤 사용하였다.1)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직접 배포하

고 수거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별 자료 수집 가능 기간

에 진행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9년도 5월과 6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2019년 11월과 12

월에 걸쳐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몇 개월이라는 시기

의 차이는 있지만, 2019년도 동안 학교의 평가 계획은 학

기 초에 미리 계획된 것으로 연구대상 학교들에 평가와

관련한 특별한 정책 실행이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자

료수집 시차에 따른 결과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모두 인천 지역에서 수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수학 교사들이다. 최종 연구 자료로 확정된 중학교

188명과 고등학교 125명의 배경 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경력과 학교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지만, 논의를 위하여 연구대상의 학교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였다.

1) 이 연구는 후속 연구로 설문 개발 과정은 선행 연구(Oh et al.,

201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설립

국공립 181(96.3) 100(80)

사립 7(3.7) 25(20)

교육

경력

10년 미만 37(19.7) 27(21.6)

10년 이상~20년 미만 75(39.9) 71(56.8)

20년 이상 76(40.4) 27(21.6)

학교

규모

20학급 미만 59(31.4) 36(28.8)

20학급이상~30학급미만 104(55.3) 52(45.6)

30학급 이상 25(13.3) 32(25.6)

전체 188(100) 125(100)

[Table 1] Participants background

2. 설문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으

로 설문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배경 정보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세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영역은 평가에 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묻는

부분으로 선행연구로부터 찾아낸 평가와 관련된 6가지

하위 영역(평가 목적, 유형, 핵심 역량, 평가의 적절성, 결

과 활용, 피드백 시기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위 영역은 다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세부

문항이 있다. 수학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수업

에서 본인이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수행도를 각각 Likert

5점 척도(1:매우 낮음, 5:매우 높음)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수학교사들의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일

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선택형 문항 10개로 구성

하였다. 세부 문항은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Table 2]는 영역 구성과 세부 문항 요약 및 각 하위 영

역에 대한 신뢰도계수(Cronbach α)를 보여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영역은

수학교사가 생각하는 평가에 대해 중요도 인식과 실제

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 방

법을 사용하였다. IPA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4

분면으로 도식화하여 다음 [Fig. 1]처럼 현상유지, 우선추

진, 후순위, 과잉노력지양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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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영역 세부 문항 문항 수 신뢰도계수

평가

중요도/수행도

A 평가 목적
학습동기 강화, 학생의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4 .781

B 평가 유형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면담, 구술, 관찰,

동료, 자기 평가
8 .895

C 핵심 역량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6 .881

D 평가의

적절성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3 .899

E 평가 결과

활용

학생 학습동기 강화, 성취도 확인,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6 .883

F 피드백

시기와 방법

학기말 일회성, 상시적 피드백, 결과통보,

내용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5 .741

소 계 32 .953

일반적인 인식
평가 목적, 실행 방법, 실행의 긍정성, 학생의 태도 및 수학 능력 향상 기여도,

교사의 노력 및 실행의 어려움 등
10 .726

전 체 42 .955

[Table 2] Survey dimensions

[Fig. 1] Importance-Performance in IPA(Lee et al., 2019)

이 도식은 사업 실행도 분석을 위해 개발한 기법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Ahn, 2018)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의 인식 비교

로부터 앞으로 과정 중심 평가 실행 확대를 위한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하위 영역과 세부 문

항은 SPSS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대응표본 t-검증,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인

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평가 관련 중요도-수행도(IPA) 분석

1)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간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인천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수학교사들

의 평가에 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응답에

서 6가지 영역별 세부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

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Fig. 2]2)와 같다.

6가지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비교한 상

세 결과는 다음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6개 영역(목

적, 유형, 핵심역량, 적절성, 결과 활용, 피드백 시기와 방

법) 전체에서 나타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의 평

가에 관한 중요도(중학교 4.24; 고등학교 4.03, t=10.540,

p<.001)와 수행도(중학교 3.88; 고등학교 3.62, t=12.211,

p<.001)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수학교사

의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평가

유형과 피드백 시기/방법에서 차이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 모두 조사한 평가 관련 내

용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학교 현장

에서의 수행도는 낮은 편인 경우가 많았다.

다음 [Table 3]에서는 학교급별로 나타난 우선추진,

현상유지, 과잉노력지양, 후순위 과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림에서 사분위선은 각각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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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n=188)> <고등학교 (n=125)>

[Fig. 2] IPA comparis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math teachers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우선추진과제

공통 · 창의·융합

개별
· 프로젝트 · 정보처리

·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 태도 및 실천

·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현상유지

공통

· 학습동기 강화 · 학생의 특성 확인 · 학습목표 달성 ·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 문제해결 · 추론 · 의사소통 · 평가 내용 타당성 · 평가 유형 적절성

·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 학생 학습동기 강화 · 성취도 확인

· 교사 교수방법 개선 · 학생 학습방법 개선

· 상시적 피드백 · 내용에 대한 피드백

개별 · 포트폴리오 · 태도 및 실천 · 프로젝트 · 정보처리

과잉노력지양

공통 ·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개별 ·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후순위과제

공통
· 면담 · 구술 · 관찰 · 동료 · 자기 평가

· 학기말 일회성 · 결과통보

개별
·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 포트폴리오

·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Table 3] Comparisons of IPA content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ma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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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중요도

t값

수행도

t값
중학교

(n=188)

고등학교

(n=125)

중학교

(n=188)

고등학교

(n=125)

M SD M SD M SD M SD

평가

목적

A1 4.44 0.75 4.32 0.84 -1.334 3.97 0.88 3.77 0.89 -2.005*

A2 4.43 0.71 4.32 0.77 -1.310 4.05 0.79 3.78 0.82 -2.839**

A3 4.38 0.76 4.31 0.72 -.824 4.10 0.72 3.9 0.82 -2.165*

A4 3.59 1.13 3.40 1.14 -1.452 3.73 1.07 3.86 0.99 1.013

A영역 전체 4.21 0.93 4.09 0.97 2.268* 3.96 0.89 3.83 0.88 2.632**

평가

유형

B5 4.40 0.80 4.03 0.88 -3.807*** 4.46 0.72 4.37 0.75 -1.118

B6 4.24 0.82 4.09 0.97 -1.480 3.87 0.96 3.62 1.11 -2.037*

B7 4.26 0.90 3.88 0.98 -3.517** 4.19 0.89 3.55 1.08 -5.443***

B8 3.47 1.02 3.12 1.08 -2.920** 2.70 1.12 2.26 1.01 -3.533***

B9 3.57 1.04 3.50 1.07 -.578 2.87 1.22 2.66 1.28 -1.501

B10 3.92 1.01 3.50 1.11 -3.490** 3.61 1.05 3.1 1.21 -3.937***

B11 3.61 0.99 3.14 1.02 -4.093*** 3.14 1.08 2.73 1.15 -3.195**

B12 3.67 1.02 3.24 1.11 -3.522*** 3.14 1.16 2.65 1.17 -3.688***

B영역 전체 3.89 1.01 3.56 1.09 7.765*** 3.50 1.20 3.12 1.28 7.592***

핵심

역량

C13 4.69 0.54 4.59 0.61 -1.480 4.42 0.71 4.23 0.88 -2.086*

C14 4.54 0.70 4.54 0.68 -.082 4.08 0.77 3.98 0.86 -1.108

C15 4.46 0.77 4.48 0.72 .199 3.70 0.88 3.58 0.95 -1.073

C16 4.50 0.72 4.42 0.83 -.857 3.93 0.89 3.78 0.93 -1.394

C17 4.35 0.74 4.24 0.87 -1.207 3.66 0.89 3.64 0.96 -.235

C18 4.45 0.75 4.25 0.88 -2.185* 3.96 0.94 3.5 1.10 -3.770**

C영역 전체 4.50 0.71 4.42 0.78 2.284* 3.96 0.89 3.79 0.98 3.932***

평가의

적절성

D19 4.69 0.59 4.60 0.59 -1.332 4.57 0.56 4.38 0.72 -2.579**

D20 4.68 0.59 4.56 0.62 -1.710 4.47 0.66 4.26 0.75 -2.586*

D21 4.71 0.60 4.63 0.59 -1.099 4.53 0.61 4.46 0.72 -.890

D영역 전체 4.69 0.59 4.60 0.60 2.411* 4.53 0.62 4.37 0.74 3.564***

평가

결과

활용

E22 4.56 0.62 4.46 0.70 -1.356 4.08 0.83 3.87 0.84 -2.152*

E23 4.62 0.61 4.53 0.68 -1.204 4.40 0.73 4.21 0.80 -2.161*

E24 4.52 0.65 4.22 0.88 -3.181** 4.05 0.76 3.78 0.78 -3.112**

E25 4.51 0.67 4.22 0.85 -3.392** 3.94 0.85 3.61 0.85 -3.343**

E26 3.94 1.01 3.86 0.97 -.697 3.94 1.00 3.86 1.04 -.615

E27 4.13 0.81 4.02 0.92 -1.128 3.77 0.92 3.54 1.00 -2.017

E영역 전체 4.38 0.78 4.22 0.87 4.183*** 4.03 0.87 3.81 0.91 5.160***

피드백

시기와

방법

F28 3.38 1.22 2.86 1.20 -3.763*** 3.61 0.96 3.02 1.15 -4.947***

F29 4.59 0.68 4.32 0.71 -3.298** 4.18 0.82 3.87 0.82 -3.258**

F30 3.59 1.10 3.10 1.16 -3.698*** 3.77 0.92 3.29 1.06 -4.114***

F31 4.43 0.74 4.32 0.70 -1.255 3.89 0.86 3.73 0.78 -1.719

F32 4.28 0.83 3.91 0.88 -3.776*** 3.48 1.13 2.93 1.10 -4.254***

F영역 전체 4.05 1.05 3.70 1.13 6.240*** 3.79 0.97 3.37 1.06 8.046***

6영역 전체 4.24 0.92 4.03 1.02 10.540*** 3.88 1.01 3.62 1.10 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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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mparison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ma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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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도 높고 실제 수행도도 높은 현상유지 과제는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평가 유형

영역에서 ‘프로젝트’가 현상유지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에

서는 우선추진 과제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등

학교 수학교사들은 핵심역량 중 ‘정보처리’를 현상유지 과

제로 나타낸 반면, 중학교는 이것을 우선추진과제로 나타

낸 것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를 우선추진, 후순위, 과잉노

력지양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중요도는 높으나 실제 수행도가 낮은 ‘우선추진’ 과제

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핵심역량인 ‘창의·융합’을

들었으나 중학교는 ‘정보처리’를 고등학교는 ‘태도 및 실

천’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우선추진 과제는 교사들이 가장

변화를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에서 학교급에 상관없이 창의·융합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중점적인 내용임에도 각각 두 항목씩만 나타난 것

은 수학교과 영역과 관련하여 핵심역량이 중요하게 여겨

지지만 현장실행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요도도 낮고 실제 수행도도 낮은 ‘후순위’ 과제로는

공통적으로 평가 유형(면담 평가, 구술 평가, 관찰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과 피드백의 시기와 방법(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을 나타내었다. 이것으로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들 모두 지필평가가 아닌 새로운 평가

유형들에대해서 중요도를 낮게 여기고 학교현장에서 실

행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평가 유형들이 수학교

사의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수학교과라는 측면에 생각해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평가 유형이 수학 교과에 적용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한다. 하지

만 피드백의 시기와 방법(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가 중

학교에서는 우선추진과제로 나타나고 고등학교에서는 후

순위로 나타난 것은 특이한 점이다. 학교수학에서 결과가

아닌 수학 학습의 측면에서 평가를 바라보고 있으나 고

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라는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교사들은 평가 목적 영역에서 ‘성적

산출을 통한 상대평가’를 후순위 과제로 나타낸 반면, 고

등학교 수학교사들은 과잉노력지양으로 나타나 중·고등학

교 교사 모두 상대평가에 대해서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추진과제와 후순위과제에서 공

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학교급별로 세부 내용에서

또는 실행도에서 차이는 있으나, 수학교사들은 학습자의

학습 결과 비교보다는 수학 학습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도는 낮으면서 수행도가 높은 ‘과잉노력지양’ 과제

는 공통적으로 피드백 시기와 방법(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이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평가 목적(성적 산출

을 통한 상대평가)도 언급하였다.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들 모두 결과통보로서의 피드백은 중요도가 낮다고 여기

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실행적인 면에서 중학교

는 평가 결과를 ‘상급학교 진급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치

중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을 통한 상대평

가’가 높게 강조되어 있어 교사들도 이러한 현실에 변화

를 바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의 경력에 따른 중요도와 수

행도 차이 분석

이 연구는 수학교사들의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경력별로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수학교사들의 경력은 초임부터 20년 이상

까지 다양하였으나 경력별 비교를 위하여 10년 미만을

저경력, 10년 이상 ~ 20년 미만을 중경력, 20년 이상을 고

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세부항목별 중

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을 이용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Fig. 3]과 같다. 그림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경

력별 교사의 IPA결과를 나타내었다.

경력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은 평가에 대

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에 있어 6가지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저경력 수학교사들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모든 세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고경력의 경우는 6가

지 영역 전체에서 통계적 차이는 있으나 세부 영역을 살

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력

별로 살펴본 6가지 영역별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에 대한

평균값 비교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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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저경력 (n=37)> <중경력 (n=75)> <고경력 (n=76)>

고
등
학
교

     
          <저경력 (n=27)> <중경력 (n=71)> <고경력 (n=27)>

[Fig. 3] IPA comparis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math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문항
중요도

t값
수행도

t값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M SD M SD M SD M SD

저

경

력

평가 목적 4.27 .86 3.75 .79 2.355* 3.79 .87 3.75 .72 .165

평가 유형 3.94 1.02 3.33 .66 4.334*** 3.80 1.18 3.08 .83 4.229***

핵심 역량 4.44 .59 3.73 .58 5.666*** 3.94 .83 3.43 .68 3.015**

평가의 적절성 4.88 .33 4.13 .35 7.440*** 4.64 .53 3.93 .59 4.297***

평가 결과 활용 4.29 .82 3.37 .89 5.174*** 3.76 .94 3.24 .79 2.676**

피드백시기/방법 4.17 .92 3.64 .91 2.495** 3.77 1.00 3.08 .95 3.014**

6개 영역 전체 4.27 .90 4.03 1.02 5.644*** 3.83 1.01 3.61 1.06 4.825***

중

경

력

평가 목적 4.20 1.01 4.13 .95 .861 3.99 .92 3.88 .85 1.489

평가 유형 3.92 1.01 3.65 1.10 4.365*** 3.45 1.23 3.20 1.28 3.373**

핵심 역량 4.56 .75 4.50 .77 1.210 3.96 .88 3.87 .96 1.396

평가의 적절성 4.72 .61 4.61 .59 2.067* 4.54 .66 4.42 .74 1.721

평가 결과 활용 4.45 .74 4.27 .83 3.316** 4.01 .90 3.86 .88 2.494*

피드백시기/방법 4.04 1.15 3.75 1.12 3.483** 3.77 1.02 3.39 1.09 4.770***

6개 영역 전체 4.27 .96 4.09 1.01 6.205*** 3.87 1.04 3.68 1.09 6.059***

고

경

력

평가 목적 4.25 .73 4.00 1.03 1.194 3.97 .71 4.05 .76 -.446

평가 유형 3.82 .94 3.93 .86 -.643 3.44 1.14 2.88 1.30 2.631**

핵심 역량 4.41 .60 4.60 .56 -1.520 3.90 .97 3.77 1.07 .634

평가의 적절성 4.62 .53 4.73 .46 -.721 4.51 .51 4.27 .70 1.465

평가 결과 활용 4.41 .70 4.53 .68 -.832 3.99 .88 4.00 .69 -.063

피드백시기/방법 4.13 .89 3.80 .82 1.654 3.83 .91 3.44 1.04 1.778

6개 영역 전체 4.19 .90 3.87 1.05 7.958*** 3.92 .97 3.47 1.15 10.416***
*p<.05, **p<.01, ***p<.001

[Table 5] Comparison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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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우선

추진

공

통

·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

·학습동기 강화

·학생 학습방법 개선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창의·융합 ·창의·융합

중
·의사소통 ·정보처리

·정보처리 ·내용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프로젝트 ·정보처리

·내용에 대한 피드백

고
등
·학습동기 강화 ·프로젝트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태도 및 실천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태도 및 실천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현상

유지

공

통

·학생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문제해결 ·추론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성취도 확인

·교사 교수방법 개선

·상시적 피드백

·내용에 대한 피드백

·학습동기 강화 ·학생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학습동기 강화 ·성취도 확인

·상시적 피드백

·학습동기 강화 ·학생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학습동기 강화 ·성취도 확인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상시적 피드백

중
·학습동기 강화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포트폴리오 ·태도 및 실천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태도 및 실천

고

등
·의사소통 ·정보처리

·정보처리

·내용에 대한 피드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내용에 대한 피드백

과잉

노력

지양

공

통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포트폴리오,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고
등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후순위

공

통

·면담 ·구술 ·관찰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프로젝트 ·면담 ·구술 ·관찰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면담 ·구술 ·관찰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중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고

등

·포트폴리오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포트폴리오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정보처리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Table 6] Comparisons of IPA content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math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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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Table 6]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현상유지 과제는 전체 IPA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현상유지와 후순위 과제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경력별 수학교사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는 부분

을 확인해 보기 위해 대부분의 과제가 나타났던 현상유

지 외에 다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추진과제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경력에 상관없

이 공통적으로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다양한 우선추진과제가 나타났

는데, 중학교는 핵심역량 관련 항목(정보처리)이 경력별

로 모두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는 평가 결과 활용 관련

항목(학생 학습방법 개선)이 저경력과 중경력에서 나타났

으며, 핵심역량(태도 및 실천)은 모든 경력에서 나타났다.

피드백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중학교 저/중/고경력과

고등학교 저/고경력 수학교사들이 언급하였는데, 경력이

높을수록 피드백을 이용한 학습 및 평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력별 차이는 평가에 대한 경험

이 많아지는 고경력 교사일수록 학습자의 평가에서 피드

백을 통한 학습 증진이 반영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잉노력지양 과제로 중학교는 평가 유형(포트폴리오)

과 평가결과 활용(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을 저경력과

고경력 교사들이 언급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경

력에서 평가 결과 활용(성적 산출을 통한 상대평가)을 과

잉노력으로 나타내었고, 저경력과 중경력 교사들은 평가

유형 중 ‘서술·논술형 지필평가’도 함께 언급하였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최근 수학 교과에서 서술

형이나 논술형 지필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

여 너무 과도한 수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횟수가 과도하여 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저경력 교사에게 문제 제출 또는 채점

자 역할이 많이 부여되어 서술·논술형 지필평가를 과도하

다고 여기는 것인지는 이 설문에서 알 수 없었다.

후순위 과제에는 중·고등학교 대부분 경력에서 새로운

평가 유형(면담, 구술, 관찰, 동료, 자기평가)을 언급하였

는데, 아직 여러 가지 평가 유형들이 그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도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피드백 시기와 방법(학기말 일회성, 결과 통보)도

공통적인 후순위 과제로 경력에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고

수행도도 낮게 여기고 있었다. 별도로 나타난 후순위로

중학교는 모든 경력에서 평가 결과 활용(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를 언급한 반면 고등학교는 경력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중·고등학교 학교규모에 따른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이 연구는 학교규모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하여 학급수별로도 중요도와 수행도를 살펴보았다. 비교

를 위해 연구 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이 일하는

학교의 전체 학급 수를 소규모(20학급 이하), 중규모(21학

급 이상~30학급 이하), 대규모(31학급 이상)로 구분하였

다. 학교규모별 비교 결과는 다음 [Fig. 4]와 같다.

세부 영역별로 IPA 결과 비교값은 다음의 [Table 7]에

서처럼 대부분의 규모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규모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

인 우선추진, 현상유지, 과잉노력지양, 후순위 과제별 내

용은 [Table 8]에서 알 수 있다.

우선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소규모(20학급 이하) 학교에

서는 공통적으로 창의·융합 핵심 역량을 중요도, 수행도

모두 높게 나타낸 반면, 중규모(21학급 이상~30학급 이하)

는 피드백 시기와 방법(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을 언급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규모와 중규모 학교에서 핵

심 역량(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을 언급하였고 특이하게

대규모 고등학교에서 평가 결과 활용(특기 신장 및 진로

지도 기초자료)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항목에서도 규모별 중요도와 수행도에서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잉노력지양 과제는 중·고등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평가 결과 활용(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이 나타났고,

중규모와 대규모에서는 공통적으로 평가 목적(성적 산출

을 통한 상대평가)을 언급하였다. 평가 유형과 관련하여

중학교 대규모 학교와 고등학교 중규모 학교에서 ‘포트폴

리오’를 중요도가 낮고 수행도가 높은 과제로 언급하고

대규모 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 지필평가’를 언급한 것

은 이 유형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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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소규모 (n=59)> <중규모 (n=104)> <대규모 (n=25)>

고
등
학
교

    
          <소규모 (n=36)> <중규모 (n=57)> <대규모 (n=32)>

[Fig. 4] IPA comparis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ize

문항
중요도

t값
수행도

t값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M SD M SD M SD M SD

소

규

모

평가 목적 4.21 .91 3.99 .98 2.239* 3.96 .86 3.85 .86 1.134

평가 유형 3.97 .98 3.42 1.10 7.001*** 3.61 1.22 3.06 1.35 5.775***

핵심 역량 4.47 .76 4.19 .94 3.820*** 3.96 .84 3.69 .937 3.532***

평가의 적절성 4.69 .57 4.44 .66 3.188** 4.51 .63 4.35 .73 1.916

평가 결과 활용 4.37 .74 4.00 1.00 4.710*** 4.00 .86 3.72 1.02 3.405**

피드백시기/방법 3.96 1.08 3.66 1.02 3.076** 3.74 .95 3.33 1.08 4.201***

6개 영역 전체 4.24 .91 3.88 1.04 9.693*** 3.90 .99 3.56 1.13 8.260***

중

규

모

평가 목적 4.17 .97 4.02 1.03 1.872 3.96 .93 3.80 .93 2.014*

평가 유형 3.84 1.05 3.49 1.17 5.644*** 3.43 1.19 3.18 1.25 3.664***

핵심 역량 4.50 .71 4.43 .74 1.548 3.99 .88 3.77 1.00 3.536***

평가의 적절성 4.69 .62 4.60 .59 1.548 4.53 .63 4.36 .80 2.494*

평가 결과 활용 4.36 .83 4.23 .86 2.212* 4.05 .88 3.86 .91 3.246**

피드백시기/방법 4.08 1.07 3.73 1.19 4.195*** 3.81 1.01 3.43 1.03 5.141***

6개 영역 전체 4.222 .95 4.012 1.06 7.276*** 3.88 1.02 3.64 1.09 7.678***

대

규

모

평가 목적 4.39 .74 4.33 .80 .602 4.00 .78 3.84 .84 1.442

평가 유형 3.92 .94 3.86 .90 .701 3.50 1.17 3.07 1.25 3.715***

핵심 역량 4.54 .63 4.67 .56 -1.943 3.83 .99 3.93 1.03 -.894

평가의 적절성 4.71 .52 4.76 .52 -.676 4.55 .55 4.41 .64 1.507

평가 결과 활용 4.47 .69 4.42 .68 .603 3.99 .88 3.83 .79 1.701

피드백시기/방법 4.14 .91 3.71 1.17 3.507** 3.78 .90 3.29 1.10 4.072***

6개 영역 전체 4.31 .82 4.24 .90 1.712 3.86 .99 3.63 1.10 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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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omparison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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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우선

추진

공

통
·창의·융합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중

·정보처리

·내용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창의·융합

·정보처리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고
등
·프로젝트

·태도 및 실천
·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현상

유지

공

통

·학습동기 강화 ·학생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학생 학습동기 강화

·성취도 확인

·상시적 피드백

·학습동기 강화 ·학생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프로젝트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처리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학생 학습동기 강화 ·성취도 확인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상시적 피드백

·내용에 대한 피드백

·학습동기 강화 ·학생 특성 확인

·학습목표 달성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태도 및 실천

·평가 내용 타당성

·평가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학생 학습동기 강화

·성취도 확인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상시적 피드백

·내용에 대한 피드백

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태도 및 실천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포트폴리오

·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고

등
·내용에 대한 피드백 ·프로젝트 ·창의·융합 ·정보처리

과잉

노력

지양

공

통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상급학교 진급 자료 활용

중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포트폴리오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고
등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포트폴리오 ·서술·논술형 지필평가

후순위

공

통

·면담 ·구술 ·관찰 ·동료 ·자기평가

·특기 신장 및 진로지도 기초자료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면담 ·구술 ·관찰 ·동료 ·자기 평가 ·면담 ·구술 ·관찰 ·동료 ·자기평가

중 ·성적 산출 통한 상대평가 ·프로젝트

고

등

·포트폴리오

·정보처리

·교사 교수방법 개선

·학생 학습방법 개선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포트폴리오

·학기말 일회성 ·결과통보

·피드백 통한 재평가 기회

[Table 8] Comparisons of IPA content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ize

마지막으로 후순위 과제는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은

과제로 모든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평가 유형(면담, 구술,

관찰, 동료, 자기 평가)을 언급하고 있다. 평가 유형은 대

규모를 제외한 모든 학교규모별로 중요도와 수행도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평가 유형

이 학교규모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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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서 소규모 고등학교 수학

교사들은 ‘교사 교수방법 개선’이나 ‘학생 학습방법 개선’

과 같은 항목을 후순위로 나타냈다. 소규모일수록 교수·

학습 방법 변화가 쉬울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행자인 수

학교사가 중요도를 낮게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교수·학

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원인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등학교는 소규모와 대규모에서 피드백 시기와 방법(피

드백을 통한 재평가 기회)을 후순위 과제로 두었는데, 이

결과는 소규모와 중교모, 대규모 중학교에서는 우선추진

과제로 언급하여 대조적이었다.

2.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이 연구의 두 번째 영역은 최근 실행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의 일반적인 인식

조사이다. 세부 문항별 t-test를 통한 중·고등학교 수학교

사 인식 비교 결과는 다음의 [Table 9]와 같다.

문항
중학교(n=188) 고등학교(n=122)

t
M SD M SD

1.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20 0.74 3.92 0.80 3.182**

2. 과정 중심 평가와 기존 결과중심평가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94 1.30 3.06 1.27 -.768

3. 과정 중심 평가와 기존 결과중심평가의 실행 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47 1.18 2.38 1.05 .705

4. 과정 중심 평가의 도입과 실행이 학교수업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3.84 0.95 3.61 0.97 2.089*

5.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으로 학생들의 수학수업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3.80 0.96 3.60 0.98 1.818

6.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으로 학생들의 수학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3.80 0.92 3.46 0.87 3.337**

7. 현재 단위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56 0.92 3.19 0.94 3.473**

8. 현재 담당 교과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01 0.82 3.66 0.99 3.319**

9.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는 것은 기존 결과중심 평가보다

어려움이 많다.
4.21 0.83 4.32 0.73 -1.168

10. 본인의 수학수업이나 단위학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하나만 고르세요.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보장의 어려움

- 출제와 채점기준 개발의 어려움

- 출제와 채점기준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

- 교사별 담당 학생 수 과다

- 교사 간 의견차 조율의 어려움

- 기타

20.2%

17.0%

16.5%

40.4%

3.7%

2.2%

50.4%

16.8%

10.4%

13.6%

7.2%

1.6%
*p<.05, **p<.01

[Table 9] Perceptions on process-based assessment for secondary mathematics teachers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고등학교

에 비해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더 잘 아는 것(1번 문항)

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실행에 관한 문항에서도 비슷한데, 중학교 수학교사는

고등학교에 비해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이 학생들의 수

학 능력을 긍정적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하고(6번 문항) 실

제 학교에서 잘 실행되고 있으며(7번 문항) 현재 적극적

으로 실행하려고 노력한다고(8번 문항) 여기고 있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인식도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중학교

수학교사보다는 낮은 정도였다.

과정 중심 평가와 결과 중심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하

는 정도(3번 문항)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이 비

슷했고 학교 수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4번 문항)는

생각에도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고등학교보다 더 동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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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실행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10번)에서

는 중학교 수학교사는 ‘교사별 담당 학생 수 과다

(40.4%)’>‘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보장 어려움’>‘출제와

채점기준 개발의 어려움’>‘출제와 채점기준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교사 간 의견차 조율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

났다. 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은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 보

장 어려움(50.4%)’>‘출제와 채점기준 개발 어려움’>‘교사

별 담당 학생 수 과다’>‘출제와 채점기준 개발을 위한 시

간 부족’>‘교사 간 의견차 조율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평가 결과가 대입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

모두 ‘교사 간 의견차 조율의 어려움’은 가장 낮게 나타났

는데, 평가를 위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사들 간의 조율

은 현재의 결과 중심 평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라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수학교사들이 응답한 기타 의견으로는 중학교 수학교사

들의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

식 부족이나 수준별 학생에 따른 평가 내용 구성의 어려

움, 평가에 사용할 기기 부족을 언급하였다. 중학교는 실

행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이 기타 의견으로 나타난 것이

다.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참여 저조

나 태도의 문제점, 개별화 평가 진행의 어려움, 학부모의

이해 부족 등이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종종 기타 의견에 언급된 것을 보면, 평

가 결과와 대학 입시와의 관련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늘리는 것도 평가 실행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인식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등학교 수학교

사들은 모두 과정 중심 평가를 이해하고 수업에서 실행

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

만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해

와 실행이 좀 더 적극적이며, 고등학교는 기존 평가와의

차이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 수립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실행에 있어 약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학교급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 실행을 위한 지원

의 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

심 평가의 실행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학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인천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평가의 목적이나 유형, 적절성, 평가 결과 활용

방법이나 피드백, 최근 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등의

영역에서 수학교사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제 수업에서

수행도에 대한 인식과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과정 중심 평가 관련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평가의 목적, 평가 유형, 핵심역량, 평가의 적절

성, 평가 결과 활용, 피드백 시기와 방법의 6가지 영역 전

반적으로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그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

고 수행도도 고등학교 수학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인 영역별로 살펴보면, 평가 유형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평가 유형

들(면담, 구술, 관찰, 동료평가, 자기평가)이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의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에서는 후순위과제로

나타났다. ‘서술·논술형 지필평가’는 공통적으로 현상유지

과제로 나타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수학교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으로 현재의 수학수업에서는

여러 유형이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실행도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 Chung 외(2012)의 연구에서 수학적

의사소통 외에 수학적 문제해결이나 수학적 추론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수학교사들은 서술·논술형 지필평가가 가

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연구결과와 종합해 볼

때 수학교사들은 여전히 수학수업에서 여러 가지 평가

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보

이므로 수학교과에 적절한 평가 유형을 개발하는 연구와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핵심 역량 영역에서는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 결

과 중학교 수학교사는 우선추진과제로 ‘정보처리’를 나타

낸 반면, 고등학교 수학교사는 이것을 현상유지과제로 나

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다른 역량(문제해결, 추론, 의사소

통)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현상유지과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평가에서 수학과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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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학교사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행하고 있으나

중학교에서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위해 ‘창의·융합’과 ‘정

보처리’를 더욱 많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학과에서 교구 및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과정 중심 평가의 변화를 꾀하자는 Jeon(2016)

의 주장처럼 평가 도구의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리고 피드백 시기와 방법에 관한 영역에서는 중·고

등학교 수학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후순위과제로 ‘학기말

일회성 피드백’을 들었고 현상유지과제로 ‘상시적 피드백’

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나타났다. 수학학습에서 피드

백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Seo, 2007)처럼 수학교사들

은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학교급의 상황에

따라 평가 유형 사용이나 피드백의 시기와 방법은 달라

질 수 있다.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모두 ‘피드백을 통한

재평가 기회 제공’이 우선추진과제로 언급한 것을 보면

수학교사들은 한두 번의 결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재평가

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선추진과제는 앞

으로 평가 관련 정책 설계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수학교사의 경력별 중요도와 수행도 비교 결과에

서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현상유지와 후순위 과제가 많아

지고 중학교는 경력별로 과잉노력지양 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등학교는 경력이 많을수록 과잉노력지

양 과제가 줄어들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우선추진과제

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저경

력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고경력에서 현상유지과제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교의 저경력 교사들의

경우 평가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생각하지만, 아직 수행

도가 낮은 편인 다양한 평가에 대해 여러 시도를 해보고

싶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이 높아질수록 변

화를 싫어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평가를 추진하고 변

화하기 위해서는 가르친 경력에 바탕을 둔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행 능력도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오갈 수 있으므로

학교급이 아닌 경력에 따른 비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마다 평가 변화를 위한 지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학교 내 교사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평가에 대한 경

험이 많은 고경력 교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새로운

평가 방법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는 평가 변화를 위한 교사 연수나 정책 실행에 있어 경

력별로 다른 내용의 연수를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로 연

수를 실행하는 등의 차이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셋째, 학교규모별 중요도와 수행도 비교 결과에서는 규

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통한 재평

가 기회가 소/중/대규모의 중학교에서 우선추진으로 나타

난 반면, 소규모와 대규모의 고등학교에서는 후순위로 나

타난 것과 같은 것이다. 대부분은 비슷한 영역의 내용들

이 중요도와 수행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대조적인 결과들은 학교규모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고등학교는 서술·논술형 지필평가가 과잉

노력지양이지만, 소/중규모 고등학교에서는 현상유지인

것처럼 규모에 따라 평가 유형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규모에 따라 학교에서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수나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에서 한

명의 교사가 한 학년의 평가를 담당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나 시도할 수 있는 변화가 다양할 수

있다. 학교규모에 따라 다른 학교 문화나 교육 환경도 평

가 실행에 있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학생 수 감

소에 따라 학교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

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유형 개발에

있어서 학급 규모나 학급별 학생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사보다

더 긍정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평가 결과가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의 평가 내용과 방법이

좀 더 유연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과정 중심 평가

로의 전환을 위한 수학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

행이 중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실험, 관찰,

조사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토의·토론 학습 기회를 늘리는 등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중점 방향을 중학교 수학교사

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KICE, 201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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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 평가

를 위한 여러 정책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해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급에 따라 어려움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평가에 대한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의 중요

도와 실행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

들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내

모든 수학교사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중등학교에서의 실시하는 수

학 평가에 대한 정책과 방법이 매우 다르지 않다면 이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수학교사의 인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과정 중심 평

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들이

계속 연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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