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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develop a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process-based assessment, focusing on

the unit related to life desig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HE: Home Economics par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o propose a feedback plan after implementing it, and to evaluate the plan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student reflection journals, teacher's class journals, participatory observation journals, interviews, and performance task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e to be utilized for feedback to students, and class improvemen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consists of a total of 8 sessions, i.e.

2 sessions for each of the four learning themes, under the practical question of “What should I do to live the life I want?” The 

portfolio was composed of five evaluation topics and for evaluation, oral presentation, observational evaluation, self-assessment,

and peer evaluation were considered. Second, during the class, feedback from teachers, feedback from fellow students, feedback 

through results, and a plan to record them were provided. Third, from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including observation journals

and interviews, it was apparent that the student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rocess-based assessment after the class, and students

acknowledged that through the process-based evaluation in which they are evaluated on the efforts they made and provided with 

feedbacks, they participated more in class, and it lead them to experience a sense of growth and a feeling that they took a step

forward into their future. Teachers suggested that the class through feedback was suitable for the unit and the capacity of the 

class, but the difficulty they experienced in giving feedback was presented as a disadvantage. For the process-based assessment, 

follow-up research is needed on various ways to provide feedback on-line and off-line throug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ssessment.

Key words: 과정 중심 평가(process-based assessment), 교수⋅학습과정안(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생애설계(lif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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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교육의 화두는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가 수준 교육과

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

양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계

획을 수립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2017, pp. 6-7)인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학

습활동과 평가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좀 더 확대된 평가관을 

지향한다. 또한 학습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발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새롭게 도입된 평가방법이 아니라 정책

적으로 등장한 용어로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다양한 평가가 

융합되어 있는 개념이다. KICE(2018a)의 연구를 시작으로 과

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개념에 대한 연구(J. Kim, 2018), 실제 

수업에 적용한 연구가 국어(Back, 2018), 수학(Song, 2019), 영

어(Yang, 2019; Yoo, 2018), 음악(Park, 2018; Sim, 2018), 초등

미술(M. Kim, 2018; Kim, 2019), 초등사회(Seon, 2019)교과에

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가정과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나 과정 

중심 평가로 명시되기 이전부터 수행평가와 관련된 연구(Bum 

& Chae, 2008; Kim & Chae, 2009; Lee, 2000; Lee & Cho, 2012; 

Lee & Lee, 2007), 역량 함양을 위해 교수⋅학습-평가 연계자

료 개발 연구(Lim & Kim, 2019) 등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방법

의 변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가정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명시되어 진행된 연구로는 과정 중심 수행과제 

개발 연구(Lee, Yoo, & Yang, 2018),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연구(Kang & Park, 2020; S. H. Kim, 2018)가 있다. Lee 

외(201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가정과에 과정 중심 수행평

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도구와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수업과

정안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Kang과 Park(2020)의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디자인을 주제로 주생활 영역에서 과정 중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S. H. 

Kim(2018)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인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

과역량 함양을 위한 의생활 수업을 개발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개발과 확산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수업 진행과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효과적

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KICE, 2018b). 

따라서 중학교 가정과의 학습주제를 소재로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한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결과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피드백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생애설

계는 전인격적인 발달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am, 

2016).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자립’의 가치를 의미 있게 확장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전 생애적 관점에서 생애설

계 교육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핵심개념으로 생애설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그 타당성을 살펴 발전방향을 살펴본 연구(Nam, 2016)나 생애

설계와 진로탐색 단원 중 생애설계를 내용요소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Kim & Lee, 2010)하거나 수업자료나 평가방식

을 제시한 연구((Lim & Kim, 2019; Lim & Kim, 2020)가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실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학습자, 교사, 동료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경험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변화시켜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하였다(Kim & 

Heo, 2019). 이에 가정과의 목표이자 학습내용으로 발달과 성

숙을 다루는 생애설계 단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한 교사, 

동료 학습자 사이의 격려, 지지와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자기평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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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실행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에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

업을 평가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의 가정과교사들에게 과정 중심 평

가에서의 피드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수업자료를 수월

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가정과수업의 

기초자료로써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

였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단원의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수업을 실행한 후, 교사가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 수업을 평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과정 중심 평가의 개념 및 특징

과정 중심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의 패러다임을 개선하고자 하는 용어로 새롭게 도입

된 평가체제나 평가방법이라기보다 정책적으로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등장한 용어로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다양한 평가가 

융합되어 있는 개념이다(KICE, 2018a). 과정 중심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념에서도 조금

씩 차이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지 못하

고 교사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겨 과정 중심 평가가 수행

평가의 확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차이

가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유사한 용어들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J. Kim, 2018). 이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평가의 특징 중 

하나로 결과와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갖는

다. 하지만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를 모두 일컫는 말이기에 그것을 반드시 수행평가로 

한정 지을 수 없다. 수행평가가 아닌 평가에서도 답만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푸는 과정을 중시한다면 이 역시 과정 

중심 평가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과 같은 수행결과

물을 주로 평가했다면 과정 중심 평가가 아닌 산출물 평가이

지만 수행평가라고 볼 수 있다. 즉,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평가

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통점이 있기에 <Figure 

1>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S. B. Kim, 2018).

지필평가 외에 구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토론, 실험⋅실

습, 서술⋅논술, 면담, 연구보고서, 관찰법 등 학생 중심의 과정 

중심 수행평가의 방법들이 과정 중심 평가로 활용되기에 수행

평가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S. B. Kim, 2018). 이는 과정 중심 

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존의 학술적 개념으로 가장 근접한 

방법이 수행평가이기 때문이다(Shin, Ahn, & Kim, 2017).

이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정의하면,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도

록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수업의 과정속에서 학생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 할 수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수⋅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수

집의 과정으로써 결과 중심 평가인 기존평가와는 차이를 보이

며,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정기평가보다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며 교사평가 이외에도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을 활용하

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based 

assessment and performance assessment

Source: S. B. Kim(2018, p.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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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 주체를 다양화한다. 평가내용은 인지적 영역의 평가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식

의 평가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확인하도록 구성

된다. 이는 학습에 대한 태도, 흥미, 호기심, 학습 동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활용된다

(Jeon, 2016).

2. 선행연구 고찰

1) 가정과 과정 중심 평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정과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나 과정 

중심 평가로 명명되기 전부터 다양한 평가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었다. 수행평가 도구(Lee, 

2000) 및 루브릭 개발 연구(Bum & Chae, 2008; Kim & Chae, 

2009), 서술형 평가 문항 개발 연구(Lee & Lee, 2007), 포트폴

리오 평가 관련 연구(Lee & Cho, 2012) 등이 있었다. 또한 생활

자립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연계 자료개발과 적용 연구(Lim & 

Kim, 2019)를 통해 역량 함양을 강조하면서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 변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정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명시되어 진행된 연구에는 

2015 개정 가정과{｢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분야}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역량 함양을 위해 의생활 수업 

개발에 관한 연구(S. H. Kim, 2018), 학교 공간 디자인을 주제

로 주생활 영역 프로그램 개발 연구(Kang & Park, 2020)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기반으로 한 가정과 과정 

중심 수행과제 개발 연구(Lee et al., 2018)가 있다.

S. H. Kim(2018)은 가정과 의생활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을 재구성하여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토대로 교육과정-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의생활 수업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의생활의 내용요소 중에서 ‘의복디자인의 요소’, ‘긍정적인 자

기표현’,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의복 재활용’, ‘창의적⋅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중심으로 적용하기, 실천하기, 탐색하

기 활동을 통해 수업을 개발하였다(MOE, 2015). 또한 교사평

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 등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의 

개발과 확산을 제언하였다. Kang과 Park(2020)의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을 주제로 하여 주생활 영역에서 과정 중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여 성취기준 달성도, 학교 공간

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가정교과 및 학교 공간 

디자인의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평가 

주체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실시하였으

나, 평가에 대한 어려움 및 평가의 반영 정도와 신뢰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을 후속연구로 제언하였다.

Lee 외(2018)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가정과 과정 중심의 수행과제를 

개발하고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3단계인 수행 

명료화, 수행과제와 채점기준 개발, 수행평가 실시와 결과로 

수행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성취기준-학

습목표-평가목표의 일관성을 추구하여 학기별 평가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포트폴리오, 지식시장 및 프로

젝트 학습, e-NIE 유형의 수행과제와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개

발하여 실행⋅평가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는 심층적인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구상하고 나아가 

타 교과와 연계한 수업과 평가과제 개발을 제언하였다.

2) 생애설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 

생애설계는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핵심개념으로 제시되어 

있고, “전 생애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의 내용요소로도 제시되고 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별 발달과업, 가치관, 직

업, 경제적 자립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여 변화하

는 생활구조에 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활관리능

력을 기르도록”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MOE, 2015, p. 21).

핵심개념인 생애설계 대한 연구는 Nam(2016)은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관리 및 생애설계의 핵심

개념 타당성을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살펴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설계가 진로지도에 부합하며, 생애

설계 수업 시 청소년의 전인격적인 발달과 성숙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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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영역을 고려하여 가치관, 직업, 

건강 등 세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교

육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에서 생애설계를 내용요

소로 살펴본 연구는 7차 고등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의 9학년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을 재구성하여 수

업을 개발한 연구(Kim & Lee, 2010),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거나 적

용한 연구(Lim & Kim, 2019; Lim & Kim, 2020)가 있다.

Kim과 Lee(2010)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가정과 실

천적 문제 중심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는데 연

구 결과, 이 수업은 중학생의 바람직한 의식과 태도 형성에 영

향을 미쳤으며,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Lim과 Kim(2020)

의 연구는 중학교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단원에 맞게 차시 대

체형으로 활용가능한 기업가정신 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실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이 수업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쳤

으며, 기업가정신은 하위요소인 혁신성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im과 Kim(2019)은 가정과 ‘생애주기별 발달과

업과 생애설계’ 단원에서 생활자립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평

가연계자료를 조사하고 교수학습-평가 설계안을 구상하여 적

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학습-포트

폴리오 평가 그리고 문제해결학습-포트폴리오 평가 순으로 

적합성이 높게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생활자립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생애설계’ 단원에 맞게 

프로젝트 학습-프로젝트 평가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평가 

예시안을 제시하여 교과역량 함양을 위해 교수학습 평가활동

의 일관성, 통일성, 환류성에 초점을 둔 평가자료의 적용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역량별로 다양한 교수학습 

평가 방안을 구성한 연구와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교과역량을 

평가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을 위해 ADDIE 설계 모

형을 사용하여 <Figure 2>와 같이 분석 및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4단계의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의 방향을 탐색하고,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 및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분석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와 관련된 수행평가,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평가의 배경, 개념, 특징을 고찰하고 현장적

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렇게 탐색한 내용과 2015 개정 가정

과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여 평가도구, 평가기준 및 채점기준을 

설계하였으며, 피드백을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동

료 및 교사 피드백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수업을 위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실행 전 수업

현장을 방문하여 수업실행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

향, 가정교과 진도 및 평가계획,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학습자의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선정된 수업주제를 앞서 구안한 과정 중

심 평가 설계에 맞춰 교수⋅학습과정안과 평가도구를 개발하

였다.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과교사 3인과 가정과교육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타

당성과 내용 구성의 적절성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검토를 

받은 후 교수⋅학습과정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생애설계 관련 단원에 과정 중심 평가가 

적용된 교수⋅학습과정안 8차시 중 1~4차시의 수업을 경기도 

용인시 S중학교 2학년 1개 학급(30명)을 대상으로 7월 8일에

서 7월 16일에 2차시 블록타임으로 2회 실시하여 총 4차시의 

수업을 실행하였다. 수업실행교사는 교직경력 6년차 경기도 

소속 가정과교사로 평소 수업 및 평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가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

의 가정과교사를 섭외하였다. 실행에 앞서 수업실행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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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7월 7일간 총 3회의 면담과 6시간의 워크숍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반영된 수업의 특징과 교사의 역할, 피드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과정 중심 수업 실행 후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수업실행교사, 7명의 수업참여 학생

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학생은 참여를 희망한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관찰참여 시 학습 참여도에 따라 나뉜 그룹

별로 1차 선정을 하였다. 이후 수업실행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수업실행교사와의 

추가 면담을 통해 수업참여 학생 중 면담 학생을 최종 선정하

였다. 수업실행교사의 성찰일지 및 면담은 자기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참여관찰이나 학생면담 시에는 반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관찰일지, 수업일지, 성찰

일지, 면담기록, 학습과제 결과물, 촬영한 수업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수업을 평가하였으며, 결과활용을 위한 전략, 학생

에 대한 피드백,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및 조사도구

2019년 6월에서 7월 사이인 수업 실행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실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IRB

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KNUE-2019-H-00080).

과정 중심 평가가 적용된 수업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준거

를 과정 중심 평가 인식, 학생성장, 피드백 과정, 다각적 자료

수집, 교과역량 함양 5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인 참여관찰과 면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

Research phase Research method Data survey

과정 중심 평가 

분석 및 설계 

문헌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의 방향 탐색

•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 분석

• 2015 개정 가정과 교과서 생애설계 관련 단원 분석

• 과정 중심 평가 개념 관련 문헌 고찰

• 생애설계 개념 및 관련 문헌 고찰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의 설계

현장방문 • 학습자 특성 및 학습 환경 및 현장 분석



과정 중심 평가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문헌연구

전문가검토

• 과정 중심 평가의 설계를 통한 개발 

•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자료 개발 

•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 전문가 타당도 검토

－가정과교사 3인, 가정과교육 교수 2인



수업 실행
현장실행

참여관찰

• 과정 중심 평가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실행

－경기도 S중학교 1학급 30명 대상

－2019.07.08~07.16｢1-4차시 실행｣



수업 평가
결과분석

면담

• 과정 중심 평가 피드백 제안 및 수업평가

－결과물 및 학생면담을 통한 피드백 제안

－수업의 장점 및 단점 평가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가정과교사 3인, 가정과교육 교수 2인

Figure 2. The flow chart of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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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업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자

료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업실행교사는 KICE(2018b)에서 개

발한 과정 중심 평가 실행을 위한 <Table 1>와 같은 자기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Factors Detailed check elements for process-based assessment

과정 중심

수업 전준비

1. 교육과정 및 학습자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를 준비하는가?

2. 수업시작 전에 학습과 평가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가?

3. 평가 실시 전에 그에 대해 안내를 하는가(학생, 학부모 등)?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에

부합한 평가

활동

4. 교수학습 지도안에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수업 중에 평가를 실시하는가?

5. 과제 수행을 위한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가?

6. 학생의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성장 과정을 측정하는가?

7. 학생스스로자신의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시행하는가?

8. 과정별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학습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는가?

9. 교수학습 활동 중 관찰되는 학생 반응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수집하는가?

10.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과정 및 결과를 점검(공정한 채점 실시,평가자 간 신뢰도 점검 등)하는 절차를 거치는가?

평가 과정과

결과의 기록

11. 평가계획에 따라 성취기준의 교과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역량 측면을 관찰하는가?

12.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평가(채점 기준 등)에 따라 관찰하고 해석하는가?

13. 수업 중에 평가를 실행하고, 이를 누가 기록(관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등)하는가?

14. 학생평가 과정과 결과에서 발견된 특별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록하는가?

학생 참여 15.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평가를 시행하는가?

16. 학생과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가?

환경 조성 17. 평가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가?

18. 학습과 그에 대한 평가(평가 도구, 관찰 및 피드백 방법)의 실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는가?

Source: KICE(2018b, p. 154)

Table 1. Self-checklist form for process-based assessment

Sessions 1~2 3~4

Evaluation plan
①Value pyramid

②Life design wheel
③Life film

학습주제
생애설계의 중요성 삶의 영역별 생애설계

영역 준거

과정

중심

평가

학생참여 자신의 삶의 생애설계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

치관 설정을 위한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가?

전 생애적 관점에 따른 생애설계를 스스로 구성하며 능동적으

로 참여하는가?

피드백 교수학습활동 중 교사 및 동료 간 피드백을 통

해 자신만의 가치관 설정이 잘 이뤄지는가? 이

를 통해 성장과정을 경험하는가?

교수학습활동 중 교사 및 동료 간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영역

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가? 이를 통해 성장과정을 경험

하는가?

다각적 

자료수집
교수학습-평가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는가? 

교과 

역량함양 

학생들이 자신의 생애설계의 과정을 통해 자

립의 가치를 의미 있게 확장시켰는가?

학생들이 자신의 생애설계의 과정을 통해 자립의 가치를 실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었는가? 

Source: KICE(2018b, p. 149) reconfiguration.

Table 2. Participatory observation surve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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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KICE(2018b)의 연구에서 과정 중심 평가 전반적

인 운영을 위한 점검 요인 중 평가 시행 측면을 재구성하여 

<Table 2>와 같은 참여관찰 시 조사도구로 활용하였다. 참여

관찰은 학생 참여 여부, 피드백 과정, 평가를 위한 다각적 자료

수집, 교과역량 함양 측면을 살펴보았다.

면담 질문지는 Gyeonggi-du Training Institute of Education 

(2017)의 연구에서 과정 중심 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내용을 변형하여 교사와 학생 질문지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Table 3>와 같은 최종 질문 사항으로 

사용하였다. 면담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 수업 과정의 

피드백 경험,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질문을 통해 참여관찰에

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분석 방법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수업 실행을 통해 피드백 방안을 

제안하고 수업평가를 위해 수업에서 학생의 성찰일지, 수업실

행교사의 수업일지, 연구자의 참여관찰일지, 면담, 수행과제물 

등을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학생의 성찰일지 60매, 

수업실행교사의 수업일지 2편으로 A4용지 3매, 수업관찰자료

는 스마트폰 촬영 VOD 4개, 사진 96장, 관찰일지 2매, 학생 

면담자료 4쪽, 수업실행교사 면담자료 2쪽, 수업활동지는 4종

의 학습지 총 120매, 수행과제물은 인생필름 30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참여관찰 내용, 학생면담 내용, 

학생 성찰일지, 교사일지,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 문서이다. 연

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면담자료는 수집된 즉시 전사를 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면담의 분석방법으로는 <Figure 2>

의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의 단계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분류된 주제의 공통점을 찾아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범주화)을 하여 연구문제와 연관성 있

게 범주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범주화된 자료를 확인하여 수집된 전사자료를 잘 포함하

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범주확인)하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Region Student interview question

과정

중심

평가

인식 수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① 수업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하면 왜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업 수업 상호작용 

및 피드백

②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의 학습과정 및 결과에 피드백을 잘 해주었는가? 피드백을 잘 해주었는가?

학생성장 ③ 나는 생애설계 수업활동을 통해 내가 좀 더 성장했다고 느꼈는가?

평가 ④ 이 수업에서 좋은 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수

학습

생애설계 ⑤ 자신의 전 생애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나? 이를 통해 생활자립, 문제해결,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는가?

Region Teacher interview question

과정

중심

평가

수업실행 평가 활동 ① 수업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해당 단원(생애설계)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뤄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생애설계의 학습 및 평가경험을 통해 학생성장을 도모하였는가?

④ 평가자료 수집이 다각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수업실행에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피드백 ⑥ 피드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⑦ 피드백은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결과 결과 활용 ⑧ 수업 실행 후 교수학습-평가 연계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기타 ⑨ 과정 중심 평가 운영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수

학습

생애설계영역

교과역량
⑩ 교수학습 및 과정중심 평가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Table 3. Interview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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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범주화 과정을 실시한 결과를 가정과교사 3인, 가정과교

육 교수 2인으로부터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받았다.

Ⅳ. 연구 결과

1.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1)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생애설계 관련 단원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분석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Table 4>과 같이 관련된 교과역량, 핵심개념, 내용

요소, 기능 등을 본 연구의 개발틀로 정하였다. 성취기준 속에 

담긴 내용요소와 수행요소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지식과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요소를 추출하였다. 교육과정의 

검토 결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핵심지식은 생애설계의 

중요성, 생애설계의 영역,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변화하는 사

회 및 생활구조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교수⋅학

습 과정에 가치관 탐색하기, 생애영역별 계획하기, 영역별 생

애주기별 발달과업 종합하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생애설

Subject(unit) 생애설계 Grade group 2,3

Subject competence Core concept Content element Function

• 생활자립역량

• 관계형성역량
• 생애설계

• 생애설계

•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 탐색하기

•종합하기

• 실천하기

• 계획하기

• 적용하기

• 설계하기

Achievement standard Achievement standard commentary

[9기가03-08]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평가한다.

[9기가03-08] 가족생활주기별 발달과업, 가치관, 직업, 건강, 경제적 

자립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생활구조에 

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활관리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Achievement 

standard 

solution

Content standard • 생애설계의 중요성 •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Performance 

standard
• 생애설계하기 • 생활관리 능력 기르기

The core knowledge that students 

should achieve

학생들이 ~을 알 것이다.

• 생애설계의 중요성⋅생애설계의 영역(가치관, 직업, 건강, 가족, 경제 등)

•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변화하는 사회 및 생활구조

The function that students should 

학생들은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치관 탐색하기 • 자신의 생애설계 영역별 계획하기

• 영역별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종합하기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생애설계하기

• 생애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나의 삶의 적용하여 실천하기

Achieve

assessment notes

나의 생애설계, 가족친화 문화의 실천 방안, 진로설계,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에 대한 평가시 실현가능

성과 실행가능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Table 4. Analysis of the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Open coding
The process of naming transcription recorded data

by reading them

 Inductive process

Categorization
Categorize coded data into categories and 

sub-attributes

 Deductive process

Category 

check

Identifies and modifies the configured categories by

comparing them with raw materials before coding

Figure 2. Constant comparison method flow

Source: Ryu, Jung, Kim, & Kim(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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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기, 생애설계 목표달성을 위한 현재 나의 삶에서 실천하

기 등의 기능을 성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 시 나의 

생애설계 및 가족친화문화의 실천방안 등이 실현가능성과 실

행가능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실린 생애설계 관련 

단원명을 살펴 공통의 학습내용을 추출하였다. 개인생활주기 

및 가족생활주기별 생애설계는 모든 12종 교과서에 실려 있었

으며 생애설계의 중요성(10), 생애설계의 의의(9), 생애설계의 

방법 및 실제(9), 영역별 생애설계(5)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왔다. 경제적 자립 영역을 별도로 다루는 특이점을 지닌 

교과서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5>와 같이 생애설계

의 의미 및 중요성, 영역별 생애설계,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생애설계의 실제가 공통학습 내용으로 추출되었다.

2)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있는가?’

라는 실천적 문제 하에 4개의 학습주제를 토대로 <Table 6>과 

같이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교수⋅학

습과정안을 8차시 개발하였다.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핵심역량, 

통합적⋅적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수⋅학습과

정안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 따라 개발하였다.

Publishing 

company
Small unit name

Learning contents

Meaning Importance

Method 

and 

reality

Area-specific 

life design

Life 

design by 

life cycle 

Economic 

independence

1 A • 나의 생애, 어떻게 설계할까? ○ ○ ○

2 B
•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 생애단계 마다 무엇을 이루고 준비해야 할까? 
○ ○ ○

3 C • 생애설계와 발달과업 ○ ○ ○ ○

4 D • 내가 만드는 나의 삶 ○ ○ ○ ○

5 E
• 생애설계의 이해와 실제

○ ○ ○ ○ ○

6 F ○ ○ ○ ○

7 G

• 생애설계

○ ○

8 H ○ ○ ○ ○ ○

9 I ○ ○ ○

10 J ○ ○ ○ ○ ○

11 K ○ ○ ○ ○

12 L ○ ○ ○ ○

Sum 9 10 9 5 12 1

공통 

학습내용

생애설계의 의미 및 중요성, 영역별 생애설계,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생애설계의 실제(개인생애주기, 가족생활주기)

Table 5. Analysis of the contents HEE textbook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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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evel 중학교

Content area 자원관리와 자립

Learning subject 생애설계의 이해와 실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있는가?”

Teaching-learning 

method
개별 프로젝트 및 협동학습

Subject 

competence

(Main lesson)

생활자립역량, 실천적 문제해결역량, 관계형성역량 
Subject competence

(Subelements)

계획하기, 설계하기, 탐색하기, 

종합하기, 실천하기, 평가하기

Achievement 

standard
[9기가03-08]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평가한다. 

Evaluation criteria 

상 자신의 삶에서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관 및 전 생애적 관점에 따라 삶의 영역별,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반성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중 자신의 삶에서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관 및 전 생애적 관점에 따라 삶의 영역별,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다.

하 자신의 삶에서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하였으나 생애설계가 미흡하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지 못했다.

Evaluation 

direction

개인의 인생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생애 전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가능성을 두고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직업에 국한된 설계가 아닌 생애 전반적인 설계로 그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위해 가정,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valuation 

direction

자신의 삶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가치관을 설정하고 생애설계 영역 및 주기별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과정을 

포트폴리오에 기록한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강점, 성실성, 잠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개개

인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Evaluation method 구술⋅발표,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

Evaluation tool 포트폴리오 [학습활동지①-⑤, 학습참여 도장판⑥, 성찰일지⑦] 동료평가지⑧ 교사평가

1, 2차시 3, 4차시 5, 6차시 7, 8차시

Learning subject • 생애설계의 중요성 • 삶의 영역별 생애설계 • 미래를 고려한 생애설계 • 종합적인 생애설계

Learning 

goal

Cognitive

• 가치 있는 삶의 중요성

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

관을 정의한다.

• 균형 있는 생애설계를 

위해 다양한 삶의 영역

을 이해한다.

• 자신의 생애설계를 위해 

미래사회 변화요소 및 생

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이

해한다.

• 자신의 종합적인 생애설계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바탕으로 가족 및 미래사회

의 영향을 이해한다.

Affective

• 생애설계를 위해 자신

의 가치관 및 다양한 삶

의 요소의 균형이 필요

함을 인식한다.

•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고

려한 생애 목표를 설정

하고 실천할 의지를 다

진다.

• 생애주기 영역별로 미래사

회에 변화하는 요소를 장

기적 안목을 가진다.

• 종합적인 생애설계를 버킷리

스트를 통해 구체화하여 실천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Behavi-

oural

• 가치피라미드를 구성하

여 자신의 인생가치관

을 설정하고 다양한 삶

의 요소를 고려하여 생

애설계 수레바퀴를 작

성한다.

•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

역을 고려하여 생애를 

설계하며 인생필름을 

작성한다.

• 생애설계에 고려해야 할 

미래사회 변화요소를 바

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

한다.

• 미래에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중심

으로 버킷리스트 작성을 통

해 자신의 생애를 설계한다.

Table 6. Alignment plan for process-bas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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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목표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획하기, 실천하기, 탐색하기, 

종합하기, 평가하기 과정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은 개별 프로젝트 

학습과 협동학습의 형태로 학습자 중심의 배움 중심 수업을 

구성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정의적 영역 및 핵심역량, 통합적인 지식과 기능에 대한 

평가지식의 범주를 확대하여 가정과 교과역량인 생활자립역

량, 실천적문제해결역량, 관계형성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채점기준도 함께 

개발하였다. 넷째, 평가방법을 포트폴리오, 구술⋅발표, 자기

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

라 수시로 평가하여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강점, 성실성, 잠재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파악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 과정 중 수시로 학생에 대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므로 피드백의 계획을 함

께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Evaluation by 

time

Sessions phase

①Value Pyramid

②Life Design Wheel
③Life film ④Card news ⑤Bucket list

Introduct

ion

• 동기유발 동영상1. 지식채널 꿈, 

도전, 갈망의 스티브잡스

-삶의 가치관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하기

발문) 인생에서 가치관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 동기유발 동영상 1. 황혼의 

문턱, WAX 뮤직비디오

• 삶을 채우는 내용의 구성요

소가 무엇인지 인식한다.

발문)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나요? 

• 동기유발동영상 

1.미래의 삶

• 미래의 변화된 생활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애설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발문) 현재의 모습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변화된 

미래에서 나의 삶을 

위해 고려할 점은?

• 동기유발동영상 

1. 영화 버킷리스트

• 자신의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순간들이 생애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생각해

본다.

발문) 나는 생애 마지막 순간 

무엇을 이루고 싶을까? 

Develop

ment

• 활동1. 가치피라미드 만들기: 

인생의 가치관 설정하기

(개별학습)-생활자립역량

•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생애설계

하기

• 동영상2. 무한도전, 인생은 B와 

D사이의 C다.

•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이뤄짐을 

인식하여 자신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고민해야 함을 

인식한다.

• 생애설계의 내용 소개-관계형성

역량

-가치관, 직업, 결혼, 경제생활, 

건강, 등

• 활동2. 생애설계 수레바퀴 작성

하기(모둠활동)-생활자립역량

• 생애설계의 현재 준비정도와 30

년 후 목표지점을 고려해보며 삶

을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계되어

야 함을 인식한다.

• 활동1. 인생필름 만들기

(프로젝트 설계)-생활자립역량, 

관계형성역량

• 자신의 일생전체에서 삶의 

다양한 역할을 담아내고 자

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한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삶

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앞서 작성한 생애설계 수레

바퀴를 참고하여 구체화하

도록 한다.

• 활동2. 내일의 나를 위한 구

체적인 실천 목표 설정하기

• 자신의 생애설계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내일의 실천 

목표를 설정한다.

-실천적문제해결역량

• 활동1. 서클맵: 생애주기별 

발달과업(학습참여)

• 생애주기별로 개인과 가족

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행

동이 다름을 인식한다. 

• 개인생애주기와 함께 가족

생활주기 고려한다.

• 생애설계의 발달과업의 성

취에 따라 성장 및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활동2. 카드뉴스 제작 (모

둠별로 생애주기별 미래사

회의 변화요소 탐색)-생활

자립역량

•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개인, 

가족, 사회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생애설계 시 

이를 예측하여 설계가 필

요함을 인식한다.

• 활동1. 버킷리스트 작성하

기(학습참여)-생활자립역

량

• 앞서 작성한 가치관, 인생

필름, 카드뉴스를 종합적

으로 반영하여 버킷리스

트를 작성해본다.

• 자신만의 생애주기별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자.

•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이

루기 위해 현재 내가 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

정해보자.

• 활동2. 자신만이 버킷리스트 

책 만들기

• 목표의 시각화 및 실천방

법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

는 삶이 현실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Theorem •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하기
• 과제. 자신이 설정한 내일의 

실천목표 인증샷 보내기 

• 개인별로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하기

• 개인별로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하기

Table 6.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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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

1~2차시 교수⋅학습과정안에서는 ‘생애설계의 중요성’의 

학습주제를 바탕으로 <Table 7>과 같이 가치피라미드, 생애설

계수레바퀴의 평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탐색하는 가치피라미드 

활동으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

로 생애설계수레바퀴 활동을 통해 삶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나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고민해 

봄으로써 영역별 생애설계를 통해 균형 잡힌 생애설계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3~4차시 교수⋅학습과정안에서는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고

려하여 균형 있는 영역별 생애설계를 하기 위해 <Table 8>과 

같이 인생필름을 평가과제로 제시하였다. 인생필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화처럼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하여 창의적

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도록 구성하였다. 자신이 설계한 미

래의 인생필름 속 한 장면의 주인공이 실제의 내가 되기 위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인생이 현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인생필름을 소개하고 

친구들의 인생 필름을 살펴보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

Learning 

subject 
생애설계의 중요성 Sessions 1~2/8

Data and 

preparations
PPT, 포트폴리오 [학습활동지, 학습참여 도장판, 성찰일지], 색연필

Teaching-

learning 

step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process-based assessment

Teaching-learning activities
Evaluation 

element

Subject 

competence

(Sub-element)

Introduction

(10‘)

∎동기유발 동영상1. 지식채널 꿈, 도전, 갈망의 스티브잡스

－삶의 가치관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하기

발문)인생에서 가치관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학습목표 제시

• 학습참여

Development

(70‘)

∎활동1. 가치피라미드 만들기: (개인활동지)의 그림카드를 활용해 내 인생의 가치

피라미드를 만들며 내 인생의 가치관 설정하기

• 발표 및 피드백

∎인생 가치관 설정하기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나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인생가치관 설정하기

• 타인의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발표, 학습참여

• 경청하기

• 가치관 탐색하기

생활자립역량

(계획하기)

(탐색하기)

관계형성역량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생애설계하기

• 동영상2. 무한도전, 인생은 B와 D사이의 C다.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이뤄짐을 인식하여 자신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

고 고민해야 함을 인식한다.

• 생애설계의 내용 소개

－가치관, 직업, 결혼, 경제생활, 건강, 등

∎활동2. 생애설계 수레바퀴 작성하기 

• 생애설계의 현재 준비정도와 20년 후 목표지점을 고려해보며 삶을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교사가 소개한 생애설계의 영역외에 자신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

여 자신만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프로젝트 기본설계

• 관찰평가

생활자립역량

(설계하기)

(종합하기)

Theorem

(10‘)

•생애설계는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삶의 균형이 이뤄져야 함을 학생들의 발

표와 함께 정리한다.

•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하기

• 자기평가

Table 7.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session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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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설계를 발전시켜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6차시 교수⋅학습과정안에서는 미래를 고려한 생애설

계를 위해 <Table 9>와 같이 서클맵 활동과 카드뉴스를 평가

과제로 제시하였다. 서클맵 활동을 통해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을 탐색하고 미래사회 생활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8차시 교수⋅학습과정안에서는 종합적인 생애설계를 

위해 <Table 10>와 같이 버킷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앞서 수행

과제로 행해진 가치관 설정, 영역별 생애설계, 생애주기별 발

달과업, 미래사회 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여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

다. 생애설계를 위해 개인, 가정, 사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져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작성된 버킷리

스트는 자신의 인생 목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실 가능할 수 있

도록 개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인생설계를 위한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해 봄으로써 실천적문제해결역량을, 각기 

다른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세계에 대한 안

목을 넓히면서 관계형성역량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 설정 및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해보는 활동을 통해 생

활자립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전반적

으로 생애설계를 형성하기 위한 성취기준에 걸맞는 평가과제

를 잘 설계하였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점기준 

및 수업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수정⋅보완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과정안은 초기 6차시로 계획

하였으나, 검토를 받아 5~6차시의 학습활동 및 평가과제 4가

지를 실행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Learning subject 영역별 생애설계 - 나의 인생필름 Sessions 3~4/8

Data and 

preparations
PPT, 포트폴리오 [학습활동지, 학습참여 도장판, 성찰일지], 색채도구, 종이컵, 색지, 이쑤시개, 테이프, 가위, 칼

Teaching-learning 

step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process-based assessment

Teaching-learning activities Evaluation element

Subject 

competence

(Sub-element)

Introduction

(10‘)

∎동기유발 동영상 1. 황혼의 문턱, WAX 뮤직비디오

• 삶을 채우는 내용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인식한다.

발문)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나요? 

• 학습목표 제시

• 학습참여 

(질문or답변)

Development

(70‘)

∎활동1. 인생필름 만들기

•자신의 일생 전체에서 삶의 다양한 역할을 담아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삶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작성한 생애설계수레바퀴를 참고하여 구체화하도록 한다.

∎활동2. 자신의 인생필름 소개하기 

• 발표 및 피드백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배운 점을 참고하여 자신의 인생설계를 수정 

보완한다.

∎활동3. 내일의 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 설정하기 

•자신의 생애설계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내일의 실천 목표를 설정한다.

• 가치관탐색 

•프로젝트 설계 

•발표 및 학습참여

•프로젝트

• 결과물평가

생활자립역량

(설계하기)

(종합하기)

관계형성역량

(평가하기)

실천적문제

해결역량

(실천하기)

Theorem

(10‘)
개인별로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 및 과제 부여

∎과제. 자신이 설정한 내일의 실천목표 인증샷 보내기

• 자기점검 

• 개인생애설계 

실천

Table 8.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session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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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초기 채점기준안은 총제적 루브

릭으로 계획하였으나, 학습자의 도달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피드백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석적 루브릭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적 루브릭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수업실행교사와 3회 면담 및 워크숍을 진행

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완성하였다.

2.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실행 후 평가

1) 피드백 제안 방안

본 연구에서는 <Table 11>과 같이, 피드백을 수업 과정과 

결과 후에 모두 제공하기 위해 수업 과정 중에는 개별 및 모둠

활동에서 교사는 수시로 순회하며 피드백을 진행하고 교사 

외에 동료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 후 수업실행교사는 학습과정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

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수업 실행 시 <Table 12>과 같은 평가 기준표를 바탕으로 

Learning 

subject
미래를 고려한 생애설계 Sessions 5~6/8

Data and 

preparations
PPT, 포트폴리오 [학습활동지, 참여도장판, 성찰일지], 색지, 가위, 풀

Teaching-learn

ing step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process-based assessment

Teaching-learning activities
Evaluation 

element

Subject 

competence

(Sub-element)

Introduction

(10‘)

∎동기유발동영상 1. 미래의 삶

•미래의 변화된 생활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애설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발문) 현재의 모습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변화된 미래에서 나의 삶을 위해 고려할 점은?

• 학습목표 제시

• 학습참여 

(질문or답변) 

Development

(70‘)

∎활동1. 서클맵: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①영아기 ②아동기 ③청소년기 ④성년기 ⑤중년기 ⑥노년기

①신혼기 ②자녀양육기 ③자녀교육기 ④자녀독립기 ⑤노후기

• 모둠별 과제 완수하기 -모둠별 의견 모으기

• 생애주기별로 개인과 가족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다름을 인식한다. 

• 개인생애주기와 함께 가족생활주기 고려한다.

•생애설계의 발달과업의 성취에 따라 성장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모둠별 내용 종합하기

∎활동2. 카드뉴스 제작 (모둠별로 생애주기별 미래사회의 변화요소 탐색)

• 모둠 역할분담(그림이, 찾음이, 비판이, 해결이)

•레이아웃 정하기 (배경-전개-갈등-대안) 

• 발표하기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개인, 가족, 사회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생애설계 

시 이를 예측하여 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 모둠별 내용 종합하기

• 학습참여

(질문or발표)

• 자료탐색

• 자료종합

• 학습참여

• 경청하기

• 종합하기

생활자립역량

(탐색하기) 

(설계하기)

관계형성역량

(종합하기)

Theorem

(10‘)
개인별로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하기 • 자기점검

Table 9.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session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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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와 같은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Table 13> <Table 14>와 같이 채점기준표를 토대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학생들을 평가하였다.

위의 채점기준표를 근거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평가한 

내용을 <Table 15>와 같이 피드백 방안을 제안한다. 수업 과정

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향, 학습수준, 부족

한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발표 시에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이뤄지는 상호작용은 교사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과 반응

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기에 발표 활동 

Learning subject 종합적인 생애설계 Sessions 7-8/8

Data and 

preparations
PPT, 포트폴리오 [학습활동지, 참여도장판, 성찰일지], 색지, 가위, 풀

Teaching-

learning step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process-based assessment

Teaching-learning activities
Evaluation 

element

Subject 

competence

(Sub-element)

Introduction

(10‘)

∎동기유발동영상 영화 버킷리스트 

• 자신의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순간들이 생애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생각해본다.

발문) 나는 생애 마지막 순간 무엇을 이루고 싶을까?

• 학습목표 제시

• 학습참여 

(질문or답변) 

Development

(70‘)

∎활동1.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앞서 작성한 가치관, 인생필름, 카드뉴스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본다.

• 자신만의 생애주기별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자.

•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현재 내가 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보자.

∎활동2.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책 만들기

•버킷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책, 게시판 등을 

만들어 보자.

• 목표의 시각화 및 실천방법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이 현실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발표하기

•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친구들의 버킷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목표를 

살펴보며 자신의 생애설계를 발전시킨다.

• 학습참여

(질문or발표)

• 종합하기

• 제작하기

• 경청하기

• 결과평가

생활자립역량

(설계하기)

(종합하기)

(평가하기)

Theorem

(10‘)
개인별로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점검

• 개인 생애 

설계실천하기

생활자립역량

실천하기

Table 10.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sessions 7~8

Time Learning activity
Subject of feedback

Record
Teacher Student

과정
개별 활동 순회 피드백 모둠 내 상호작용

교사 체크리스트 및 관찰기록
모둠 활동 모둠 순회 및 발표 피드백 질문 및 동료평가

결과
학습활동지 차시별 활동지 피드백 - 활동지 기록

수행과제 결과물 최종 결과물 피드백 질문 및 결과물 의견공유 생활기록부 종합 기록

Table 11. Feedbac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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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student worksheets materials from 1 lesson to 4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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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습자 간 질문을 통해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활동이 이뤄질 때도 모둠별로 자리 배치

를 하여 자연스레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

습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 외에도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차시별 학습 활동지를 걷어 

피드백을 진행하여 다음 수업 전 배부하여 수업 중 피드백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학습지의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수행과제 결과물도 발표를 통해 동료 및 교사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학습과정 및 최종결과물에 대한 종합

적인 의견을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

수업-평가에 중심에 두어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는 배움 

중심 수업,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하였다.

1~4차시의 수업을 실행한 뒤 학생들에게 제시한 피드백 

내용 및 학생의 반응을 생활기록부에 <Table 16>과 같이 작성

하였다. 1~2차시에는 ‘생애설계의 중요성’을 학습주제로 가치

피라미드 평가활동에서 학생개인별로 삶의 방향성에 대한 발

표를 통해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였다. 또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사 및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

은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3~4차시에는 ‘영역별 생애설계’를 학습주제로 생애설계수

레바퀴와 인생필름 평가활동에서 삶에 대한 다양한 영역과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였다. 삶의 목표를 위해

서는 현재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인지

하여 자신만의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하였다. 또한 자신의 목표가 노력 가능하며, 현재 행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피드백

하였다. 이러한 교사 및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실천

할 수 있는 행동 목표로 삼아 삶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드러내

는 모습을 보였다.

Sessions 1~2 Learning subject 생애설계의 중요성

Evaluation task ①가치피라미드 ②생애설계수레바퀴

Evaluation 

method 
구술⋅발표,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자기평가

Questioning 

intention

동영상을 통해 가치관의 역할 및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들쥐레밍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모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인생가치관을 

설정하여 삶의 방향을 정해보고 더불어 다른 친구들의 인생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폭넓게 생각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생애설계 수레바퀴 작성을 통해 생애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생애설계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자신이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여 미래의 생애설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한 생애설계를 고려하여 

앞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해본다. 제시된 생애영역 외에 나만의 인생을 위해 고려해야할 영역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여 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평가활동 역시 친구들의 생애설계영역과 목표를 살펴보며 자신의 

생애를 발전시킬 수 있다.

Evaluation plan

and scoring 

standards

Area Element Scale

가치피라미드
가치의 우선순위

3단계(상,중,하)
가치관 설정

생애설계 수레바퀴
자신만의 생애설계 영역

균형잡힌 생애설계

Achieve 

assessment 

notes

가치피라미드에 제시된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안내하여 자신만이 가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가치관(문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설계수레바퀴 평가활동은 삶을 계획할 때 다양한 영역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신만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삶의 준비 정도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 잡힌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able 12. Assessment information table for session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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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task ①가치피라미드 ②생애설계수레바퀴

Evaluation method 구술⋅발표,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자기평가

Area Element Scale Scoring standards

Evaluation 

plan

and scoring 

standards

가치

피라

미드

가치의 

중요성

상
자신이 스스로 정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의 우선순위

를 두어 작성하였다.

중
자신이 스스로 정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피라미

드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 자신이 스스로 정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가치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가치

설정

상 자신이 정한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담은 가치관을 창의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함.

중 자신이 정한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담은 가치관을 명확하게 설정함.

하 자신이 정한 중요한 가치를 정하였으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담은 가치관 설정이 되지 않음.

Evaluation 

plan

and scoring 

standards

생애

설계

수레

바퀴

자신

만의 

생애

설계 

영역

상
생애설계 수레바퀴를 작성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영역의 생애설계를 통해 유의미한 

성장 및 발전이 보이며 자신만의 생애설계영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삶의 주체성이 드러남.

중
생애설계 수레바퀴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이 설정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자신만의 생애설계 영역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하
생애설계 수레바퀴 작성이 되지 않아 자신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재와 미래영역을 대부분을 작성

하지 않음.

균형 

잡힌 

생애

설계

상
생애설계 수레바퀴의 현재와 미래간의 차이를 인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영역을 인지하

여 미래에 균형 잡힌 생애설계를 꾀함.

중 생애설계 수레바퀴의 현재와 미래간의 차이를 인지하였으나 미래에 균형 잡힌 설계가 되지 않음.

하 생애설계 수레바퀴의 현재와 미래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미래에 균형 잡힌 설계가 되지 않음.

Achieve 

assessment 

notes

가치피라미드에 제시된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안내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가치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설계 수레바퀴 평가활동은 삶을 계획할 때 다양한 영역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신만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삶의 준비정도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 잡힌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Table 13. Example of assessment design sessions 1~2

Evaluation task ③인생필름

Evaluation method 프로젝트, 구술⋅발표, 관찰평가, 자기평가

Area Element Scale Scoring standards

Evaluation 

plan

and 

scoring 

standards

인생 

필름

인생필름 

구성

상
다양한 삶의 영역을 5가지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을 인생필름을 통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보임.

중 다양한 삶의 영역을 3가지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을 인생필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균형을 이루지 못함.

하 다양한 삶의 영역을 1가지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을 인생필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균형을 이루지 못함.

실천목표

작성 및 

행동 

상
인생필름에서 제시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행동이 실천으로 

이어짐.

중
인생필름에서 제시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였으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하
인생필름에서 제시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Achieve 

assessment 

notes

인생필름의 생애영역별 설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다양한 영역과 더불어 자신만의 영역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힌 실현 

가능한 생애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전반적인 설계에 자신의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미래의 자신의 인생필름이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재 내가 노력해야 하는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생활에 

실천이 이뤄지는 것도 평가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Table 14. Example of assessment design session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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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s 1-2 Learning subject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Evaluation task ①가치피라미드 ②생애설계수레바퀴

Evaluation 

method 
구술⋅발표, 포트폴리오(학습활동지①-②), 관찰평가, 자기평가

Attention point 

in providing 

feedback 

이 과제는 다양한 가치 중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는 과제이므로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삶의 방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한다.

Feedback during 

class activity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 A는 가치관은 삶에서 방향을 정해주고 나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살아간다는 삶의 목표를 

발표하여 교사는 나눔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도록 조언함.

학생 B 역시 삶의 방향을 위해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해나가기 위해 살아간다고 발표함. 이에 

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더 좋을 것 이라고 피드백을 하여 학생들이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함.

학생C는 가치피라미드를 학습활동을 할 때 건강과 가족의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선택에 어려움을 느껴 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함.

학생 D는 생애설계 수레바퀴 활동 중 생애설계 영역 중 자신이 정한 자유영역이 현재는 높으나 나중에 집안의 가장이 되면 책임감이 

높아지므로 미래에 자유가 사라질 것 같아 매우 낮게 목표를 설정함. 이에 교사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나의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를 생각해보게 하여 더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조언함.

Task feedback

‘가족은 곧 나와 같다’의 가치관을 설정하여 가족은 행복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에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단다. 현재 나는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할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더 좋은 것 같다고 조언함.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가족은 사랑을 돌려줄 것이다’의 가치관 설정에 늘 가족은 나의 편이 되어주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든든한 지원자라고 이므로 그런 가족을 위해 내가 노력할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나의 미래의 가족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함.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가치관 설정에 명예를 위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가? 나에게 명예로운 삶은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명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를 질문하여 명예로운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함.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의 가치관 설정에 돈 외에 나의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없을까?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인 가족, 건강, 

우정이 인생에서 돈과 충돌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의 질문을 통해 돈의 물질적 가치 외에 더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조언함.

‘내가 가장 부러워 하는 것은 자유롭게 나는 새이다’의 가치관 설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학생에게 나에게 자유로운 삶은 어떤 

것을 하는 삶일까? 내가 자유로운 삶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무엇일까? 의 질문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가치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함.

‘지금 단 몇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거짓말, 평생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정직’의 가치관 설정을 하여 정직은 모든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을거란다. 현재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언함.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가치관 설정에 건강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건강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조언함.

‘우정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의 가치관 설정에 우정을 통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는 친구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함.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의 가치관 설정에 나의 자유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일지, 자유롭게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가치를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조언함.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자’의 가치관 설정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를 질문하여 나의 삶에서 행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생각하도록 조언함.

‘Love Yourself, Love My self, Love Itselt’로 가치관을 설정하여 사랑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사랑을 나는 어떻게 이루고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록 조언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는 성공을 맞추어 가는 한 조각이다’의 가치관 설정에 실패를 통한 배움은 가장 값진 것 이란다. 실패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고 조언함.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자유롭게 많은 것을 경험해보자!’의 가치관 설정에 삶에서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며 자유로운 삶 속에서 

풍요로운 경험은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나의 인생을 어떤 경험으로 채울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함. 

whole feedback

우리 학급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가치는 정직이였으며, 가족, 돈, 명예의 순으로 나온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치피라미드의 가치와 생애설계 수레바퀴에 나온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생애설계 영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주며 학습활동지에 작성해보도록 함.

Table 15. The reality of response feedback of session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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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적용한 수업 평가

가정과 중학교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적용한 수업을 평가하기 위

해 학생들의 성찰일지 및 면담, 수업실행교사와의 면담, 연구

자의 관찰참여를 통한 관찰일지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러 질적 자료의 분석 결과, 참여관찰은 피드백의 과정과 

학생참여 측면, 면담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수업을 통한 성장과 역량 함양 측면, 성찰일지는 학습 성장의 

경험과 생활자립역량의 향상 측면에서 주를 이뤄 각각의 자료

에서 중요 주제를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최종범주를 확인하였다.

첫째, 참여관찰 분석 결과, 학생참여와 피드백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었으며, 다각적 자료수집 및 교과역량 

함양 측면은 수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수업 후 교사와의 추가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자료수집에 어려

움이 있어 수업 과정과 더불어 수업 종료 후 학습 활동지 및 

수업 과정을 기록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역

량 측면은 각 차시별 학습목표의 달성여부가 쌓여 역량이 함

양되므로 각 차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파악하였으며 추후 이

뤄진 학생면담과 성찰일지를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면담은 학생면담과 교사면담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

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에 대한 경험과 과정, 수업을 통한 성장

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피드백은 

수업 과정에서 교사에게 받는 피드백의 방법에 따라 학생의 

의견이 달랐다. 교사는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내가는 것을 보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였

으나 피드백을 모두에게 즉각적으로 해주기 위한 다양한 피드

백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나타났다.

셋째, 성찰일지는 수업 전반의 효과를 살필 수 있었다. 수업

을 통해 배운 점, 학습한 내용과의 실제 생활과의 연관성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

한 가치관 설정, 균형 잡힌 생애설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생애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발표를 통해 친구들의 생각

을 공유하며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학습과 성장의 경험, 생활

자립역량 함양 등의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반복적 비교 분석법에 의해 범주화된 하위범주는 <Table 

17>과 같다. 학생 및 교사의 평가로 장점은 3가지, 단점은 1가

지로 범주화하였다. 장점은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 인식’, 

‘피드백의 효과’, ‘학습 성장의 경험’이며, 단점으로는 ‘피드백

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

Student Detailed ability and specialties by subject

A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가족은 사랑을 돌려줄 것이다’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족, 직업, 우정, 건강, 연애, 인성 등의 영역에 대해 균형 잡힌 생애설계를 하였으며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제시함. 인생필름 만들기 활동에서는 ‘한번 뿐인 내 인생’의 제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성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함.

B

후회 없는 미래를 살기 위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가치관을 설정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음. 균형 잡힌 생애설계를 위해 공부, 경제, 건강, 우정, 직업, 가족 등의 영역을 고려하였으며 자신의 생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여 삶의 주제성을 드러냄.

C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치관 설정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였으며 영역별 생애설계에서 학습, 

직업, 우정, 건강 등의 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천목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자기주도적인 삶의 

모습을 보임.

D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으며 균형 잡힌 생애설계를 위해 

공부, 건강. 신앙, 봉사, 직업, 가족 등의 영역을 설계하여 자신만의 삶을 설계함. 구체적인 실천목표는 제시하였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E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영역별 생애설계에서 직업, 우정, 취미, 건강, 가족, 공부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가 되었으며 

자신만의 삶의 모습도 개성 있게 설계됨.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인생필름 만들기 활동에서 ‘보람찬 내 인생’의 제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행동으

로 이어져 자기주도적인 삶의 모습을 보임.

Table 16. Examples of “Detailed abilities and special features by subject” in the school life recor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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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력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

세부적인 자료 분석 결과, 이 수업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노력’이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이 열심히 노력

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이 수업이 한 번의 결과보다 

누적된 노력이 쌓여진 것을 평가하여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

다고 하였다. 수업 참여 학생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

요해요’, ‘공교육의 수업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져요’,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한 평가도 중요해요’ 라고 공통적으로 평가하였다.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고, 과정을 보

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학생 A, 

자료㉡)

“결과로만 보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고 평소에 얼

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해요”(학생 E, 자료㉡)

“평가를 중간에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잘 모르니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요”

(학생 G, 자료㉡)

“평소 수업 같은 것도 잘 안 듣고 딴청 피는 아이들이 

결과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딴 짓만 

하고 학원 같은데 가서 사교육을 하고 결과만 잘 나

오는데 과정 중심 평가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평가

가 이뤄지니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고 그런

(사교육 받는) 아이들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아

요.”(학생 B, 자료㉡)

“결과만 보는 것보다 과정을 보는 것이 그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고, 열정을 쏟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번의 결과보다 누적된 노력이 쌓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학생 C, 자료㉡)

이러한 결과에서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

는 노력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학습을 하는 수업

참여 학생과 교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요’, ‘친구들과 배움

을 나눠요’, ‘피드백을 주어서 생애설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평가하였다. 피드백의 효과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변

화와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생애설계 단원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교사만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수업활동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

고 수업활동의 질문이 어렵다고 느낄 때 옆에서 아무

도 도와주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Categorization Subcategory

장점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 인식
학생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요

공교육의 수업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져요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한 평가도 중요해요

피드백의 효과
학생과 교사

한걸음 더 나아가요

친구들과 배움을 나눠요.

교사 생애설계 단원에 적합해요.

학습 성장의 경험
학생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의 시간관리와 실천이 중요해요

인생은 개인마다 다양하고 창의적이예요

학생과 교사 생활자립역량이 향상되요

단점 피드백의 어려움 교사
모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워요

학습내용에 따른 피드백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Table 17. Final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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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주면 생각보다 약간

의 도움으로 본인의 내면 속에서 더 많은 학습 성장

이 이뤄진다는 것.”(수업실행교사, 자료㉡) 

“서로의 가치관들을 공유하면서 이 친구의 중요한 

가치관은 이거구나 라는 등의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었다” “모둠친구들과 함께한 이번 수업에서 서로의 

생애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학생11, 자료㉤)

“생애설계 단원 자체가 실천까지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학생 한명 한명의 생각을 중간에 끊

임없이 듣기에 오히려 피드백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단원이었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

합니다.”(수업실행교사, 자료㉡)

위의 결과에 비추어보면,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 및 자기 자신으로 평가자가 확장

되기에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의 피드백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성장을 경험하는 수업

수업 참여 학생들은 생애설계 단원의 과정 중심 평가 수업

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

과는 달리 시간관리를 할 수 있고 인생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 자립을 해야겠다는 성장의 경험

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수업을 통해 미래를 생각해봄으로

써 현재 시간의 소중함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

게 됨으로써 학습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수업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보였으며 더 나아가서 어떤 학생은 건강을 위해 일주일

에 2번 요가하기, 언론인이 되기 위해 신문읽기 등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으로 이어가기도 하였다. 학습 성장의 경험에서 

학생들은 학습요소로 제시된 시간관리나 실천에 대한 내용, 

인생에 대한 성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학생과 

교사 모두 생활자립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인생에 대해 구

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지금 시간의 중요함을 느끼

게 됐어요.”(학생 A, 자료㉡)

“이번 수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모두 다르고 

보완해야 할 것 들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학생 9, 성찰일지)

“생활자립역량은 내가 내 미래를 한번쯤 생각해 보

고 목표를 정해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정함으로써 자기 미래에 대해 방향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수업실행교사, 

자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된 학습내용적 측면이나 

자신의 변화된 인식이나 모습에 더 관심을 두고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교사는 교수학습방법과 학습의 효과, 학습 

내용의 적절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성이 깊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둔 피드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라. 피드백의 어러움

교사와의 면담 분석 결과, 이 수업의 단점으로 교사는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여러 수준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더 나은 학업성취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은 어려움을 ‘모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긴 어려워

요’, ‘학습내용에 따른 피드백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이

야기 하였다.

“생애설계 단원 자체가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다양

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 모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힘들었던 점, 시간과 상황이 한계가 

있어서 내가 순회하며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개별

적인 피드백이 이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수업실

행교사, 자료㉡)

“마지막 인생필름을 발표할 때 그때 사실 내가 피드

백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려웠어. 남은 인생을 내

가 함부로 피드백 해 주는 게 조심스러워서 나는 뭘 

표현했는지 위주로 질문을 했지, 피드백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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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데 어려워 내가 피드백의 역할을 최소화 했던 

게 있었어.”(수업실행교사, 자료㉡)

피드백은 학습주제나 평가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모

습을 띄어 제공되어야 하기에 교사는 수업과 평가과제를 설계

할 때 피드의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수업시간 내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어려움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사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의 상호작용

이 활발할 수 있게 계획하였으나,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내기는 쉽지 않다. 모

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피드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정 중심 평가 수업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수업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인지하였으며, 다양한 

이해와 배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 함양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단원을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 

및 실행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을 제안하

고 수업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생애설계 단원

을 중심으로 가치피라미드, 생애설계수레바퀴, 인생필름, 카

드뉴스, 버킷리스트 등 5가지의 평가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며 구술·발표, 관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의 방법을 적

용하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계획을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안 8차시를 개발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한 ‘생애설계의 중요성’, ‘삶의 영역별 생애

설계’ 주제를 4차시 실행한 후 피드백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

업 과정 중에는 개별 및 모둠활동에서 교사는 순회하며 피드

백을 진행하고, 발표 시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

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후 학습 활동지와 수행

과제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과정 및 최종결과물

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수업을 실행한 후 관찰일지, 

성찰일지, 교사 및 학생면담을 통해 학습자 및 교사에게 학습

의 과정을 평가한 결과, 학생들은 장점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

와 노력하는 의지, 피드백을 통한 학습,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수업으로 평가하였다. 교사는 단원에 대한 적합성과 역량 함

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단점으로 피드백에 어려

움이 있음을 평가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

정안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

장하였으며, 모둠활동은 학습의 좋은 촉매자가 되어 성장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여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배움 중심 

수업,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수업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과정 중심 평가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즉각적

으로 피드백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교실현장에서

의 평가와 온라인을 병행하는 피드백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 보다 좋은 조력자는 동료 학생들임

을 인지하여 교사의 개입보다 모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고 학생 상호 간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업 평가를 위해 이루어진 소수의 학생면담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

해 수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수업의 문제점까지 깊이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나 피드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과정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틀이나 평가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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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실행하였기에 

앞으로는 다양한 단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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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행한 뒤 피드백 방안을 제안하고 참여관찰 및 면담을 통해 이 수업을 평가하는 데 있다. 학생 성찰일지, 교사의 

수업일지, 참여관찰 일지, 면담, 수행과제물 등을 수집･분석하여 학생에 대한 피드백, 수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출된 학습주제를 기반으로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있는가?”라는 

실천적 문제 하에 4가지 학습주제를 2차시씩 총 8차시를 개발하였다. 5가지의 평가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구술·발표, 

관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수업 과정 중 교사의 피드백, 동료 학습자 간 피드백, 결과물을 통한 

피드백 방안 및 이를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찰일지 및 면담 등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수업 이후 수업 참여 

학생은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노력하는 과정을 평가받으니 수업 참여가 높아졌고, 피드백을 통해 배움이 

확장되었으며, 자신의 미래에 한걸음 나아가는 학습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교사는 피드백을 통한 수업이 수업 단원과 

역량 함양에 적합하였으나 피드백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제시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과 단원과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21년 2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3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4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