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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술형 평가 자료 개발

김 태환(서울수락초등학교 교사)

본 연구는 현행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술형 평가의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서술형 예시 평가 문항을 개발해 보는데 목표가 있다. 학교에서 시행되

고 있는 평가 자료의 분석은 수학교과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지, 서울시 교육청 보급 2010 장학

자료집, 서울시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 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예시 서술형 평가 문항

개발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문항 분석의 결과는 문항 유형이 단순하고 교과서와 장학자료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으며 창의성 영역의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서술형 예시평가 문항의 개발은 수학과의

내용영역과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의성 영역까지 평가내용으로 포함시

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영역별 1-2 문항을 개발하였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어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의 양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 적응

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성이 되었다. 따

라서 학교 교육은 주입식, 단순 지식 암기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을 창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

육과정과 수업활동은 창의력, 사고력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평가에서는 평

가의 신뢰성과 채점의 편리성을 위해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

학생들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에 치중하게 되고 학교 교육은 점수 올리기 경쟁으로 입시위

주, 점수 위주의 교육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교과부에서도 평가 방법 개선으로 서술형 평가를 확

대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실험∙관찰 보고서 등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 속

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

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술형 평가의 유형을 분석해 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서술형 평가 문항의 개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평가 문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본다.

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기준과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서술형 평가에 맞는 평

가 기준을 제시해 본다.

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술형 예시 평가 문항을 개발해 본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자료의 문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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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개정 교과서의 단원 평가 자료의 문항 분석

2) 학교 현장에서 평가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 문항 분석

3)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개발 제공한 서술형 평가 장학자료집 문항 분석

4)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문항 분석

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 예시 문항을 개발해 본다.

3. 연구의 제한점

가. 2007개정 교육과정 4학년 1학기 수학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나.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자료 분석은 수집된 서울시내 학교 20개 정도의 4

학년 수학과 1학기 학교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 서술형 예시 문항은 영역별 1-2문항 정도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평가문항의 구분

문항은 평가를 구성하는 채점단위(scoring unit)라고 정의할 수 있으면 문항 유형은 채점

방법에 따라 주관형과 객관형으로, 피험자의 반응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논술형, 서술형 평가는 서답형 문항으로 상대적으로

응답 내용의 범위와 서술 양식 등에 있어서 반응의 자유도가 높으면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응답하는 문항 형태이다. 서술형 평가에는 서술된 내용의 정확성과 깊

이에 관심이 있고 논술형 평가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글의 깊이와 내용뿐만 아니라

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표현 능력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서술형과 구

분된다.

2.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은 진술문으로 교육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별 학년별로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성취해야할 기준이므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정

할 때의 기준 역할을 한다.

3. 평가기준표(루브릭)

전통적인 평가에서 사용하는 점수 또는 등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학습자가 수행과제에서

드러낸 수행 결과물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규명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행평가

에서 개발된 채점방법이면서 결과 표현 방법인 평가 도구이다. 루브릭은 평가 영역이 세부

적으로 제시되며 학생의 학습 결과는 점수가 아니라 단계로 표현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는 학생들의 수행이 갖는 질적인 특징을 서술적으로 설명해 놓은 진술문이 제시된다.

4. 수학적 창의성

일반적 창의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에 따라 일반적 창의성의 개념도 하나의 일치된 정의보다



□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술형 평가 자료 개발 □

- 159 -

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되어 왔다.

가. Haylock(1987) : 사고의 고착화를 극복하고 정신적 틀을 벗어나는 능력 즉 개방된 수

학적 상황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나. Ervynck(1991) : 수학의 특별한 논리-연역적인 성격과 생성된 개념들이 수학의 중요

한 핵심에 통합되는 데 적절한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고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다. 김흥원외(1996) : 수학적 창의성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설명하며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정교성을 요소로 들고 있다.

라. 김부윤, 김철언, 이지성(2005) : 수학적 창의성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 설명하며

확산성, 논리성,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을 요소로 들고 있다.

마. 황혜정회(1997) :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하면서도 새

롭고 수학적으로 의미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산출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수학적 창의성을

이루는 요소로 수학적 문제 해결 상황에서 반응에 대한 개수로 유창성, 반응 유형의 개수로

융통성,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반응의 개수를 독창성으로 그 요소를 정하여 반응의 개수

를 평가기준의 척도로 삼았다.

Ⅲ. 연구의 실제

1. 현행 사용되고 있는 평가 문항 유형 분석

현행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공 초등서술형 평가 장학

자료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의 문항 유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문항

유형은 선택형(진위형, 선다형, 배합형포함), 단답형(완성형포함), 서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

으며 서술형은 문항의 진술 특성에 따라 유형을 정하여 분류하여 보았다.

가. 2007개정 수학과 교과서 단원 평가 문항 유형 분석

1) 단원 평가 문항 유형별 비율

4학년 1학기 교과서 단원평가 문항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단답형 문항이 전체의

76.60%로 가장 많았으며 서술형 문항은 각 단원 당 1-2개로 평균 14.89%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1단원

큰수

2단원

곱셈과

나눗셈

3단원

각도

4단원

삼각형

5단원

혼합계

산

6단원

분수

7단원

소수

8단원

규칙찾기
합계

비율

(%)
내용

영역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측정 도형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수와

연산

규칙성과

문제해결

선택형 0 0 0 6 0 2 0 0 8 8.51

단답형 11 10 13 4 9 9 8 8 72 76.60

서술형 2 2 1 2 2 2 2 1 14 14.89

계 13 12 14 12 11 13 10 9 94 100

<표 1> 4-1학기 교과서 단원평가의 문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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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형 문항의 유형

구분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

합계
비율

(%)
내용
영역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측정 도형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수와
연산

규칙성과
문제해결

문장
만들기

1 1 1 1 1 5 35.71

문제
만들기

1 1 7.14

설명
하기 1 1 1 1 2 1 7 50.00

그림
그리기 1 1 7.14

계 2 2 1 2 2 2 2 1 14

<표 2> 4-1학기 교과서 서술형 평가 문항 유형

교과서에 나타난 서술형 평가 문항의 유형은 문장만들기, 문제만들기, 설명하기, 그림그리

기의 4가지이며 이중 설명하기가 50%, 문장만들기가 35.71%를 차지하고 있다.

3) 교과서에 나타난 서술형 평가의 시사점 및 문제점

가)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두 가지로 설명하여 보시오등을 사용하여 학생의 정답

제시의 반응 자유도를 높여서 단순 암기보다는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둔 문항

이 제시되었다.

나) 설명하여 보시오라는 문제를 제시하여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다) 문항 유형이 설명하기와 문장만들기로 단순하다.

라) 평가 기준이 교과서나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지도서에 예시답만 제시되어 있

다.

마)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이라기 보다는 앞에서 배운 개념적 지식을 회상

하는 정도에 불과한 문항이 많다.

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공 초등 서술형 평가 자료집 문항 유형 분석

1) 서술형 평가 문항의 유형

구분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
합계

비율

(%)
내용
영역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측정 도형

수와
연산

수와
연산

수와
연산

규칙성과
문제해결

과정
문제

2 4 1 1 1 1 1 11 52.38

문장
만들기 1 1 4.76

설명
하기

2 1 1 1 1 1 7 33.33

문제
만들기 1 1 2 9.53

계 2 4 2 3 3 2 2 3 21 100

<표 3> 4-1학기 서술형 평가 자료집 문항 유형

서울특별시 제공 서술형 문항은 문제해결 과정을 차례로 제시하며 답은 구하는 과정을 쓰는

문제가 52.38%,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가 33.3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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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제공 서술형 평가의 시사점 및 문제점

가) 학생에 따라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이 많이 제시되었다.

나) 해결과정을 묻는 문항과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문항이 많이 제시 되었으나 채점 기준

이 식과 답을 정확히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다) 예시자료를 제시하여 과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제시되었다.

라)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채점의 용이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나 채점기준을 각 과정의 부분

점수로 제시하여 점수화함으로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문항이 많이 제시되었다.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유형 분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

항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았다. 2008년 까지는 서술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수행평

가라는 제목으로 6문항씩 출제되었으며 2009년에는 서답형이라는 문항으로 4문항이 출제되

었다.

1) 영역별 문항별 출제 비율

<표 4>와 같이 서술형 비율이 16%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 구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

와식

규칙성과

함수
합계 비율(%)

2005

선다형 3 5 6 3 8 5 30 83.33

수행평가 2 1 1 1 1 6 16.67

계 5 6 6 4 9 6 36 100

비율(%) 13.88 16.67 16.67 11.11 25.00 16.67 100

2006

선다형 5 6 6 4 6 3 30 83.33

수행평가 1 1 1 1 1 1 6 16.67

계 6 7 7 5 7 4 36 100

비율(%) 16.67 19.44 19.44 13.89 19.45 11.11 100

2007

선다형 4 6 6 4 6 4 30 83.33

수행평가 1 1 1 1 1 1 6 16.67

계 5 7 7 5 7 5 36 100

비율(%) 13.89 19.44 19.44 13.89 19.45 13.89 100

2008

선다형 3 5 8 4 7 3 30 83.33

수행평가 1 1 1 1 1 1 6 16.67

계 4 6 9 5 8 4 36 100

비율(%) 11.11 16.67 25.00 13.89 22.22 11.11 100

2009

선다형 4 4 5 2 3 3 21 84.00

수행평가 1 1 1 1 4 16.00

계 5 5 6 3 3 3 25 100

비율(%) 20.00 20.00 24.00 12.00 12.00 12.00 100

<표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유형

2) 서술형평가(수행 평가)의 유형

수행평가는 풀이과정과 답 쓰기, 분류하기, 공통점 찾기, 표, 그래프 그리거나 해석하기, 이

유 쓰거나 설명하기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 배점이 이루어져 있고 채점기준표가 작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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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비율(%)

풀이과정과 답쓰기 2 1 3 3 3 12 44.44

분류하기 1 1 2 7.41

공통점 찾기 1 1 3.70

표, 그래프 그리거나
해석하기

1 1 2 1 5 18.52

이유 쓰거나
설명하기

2 3 2 7 25.93

단답형

계 6 6 5 6 4 27 100

<표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서술형 평가 문항 유형

라.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성취도 평가 문항 유형 분석

가) 수집된 평가 자료

2010학년도에 시행된 서울 시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시행된 평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

과 같이 수집되었다.

구분
2회 보는 학교

1회 보는 학교 합계(교)
1차, 2차 모두 1, 2차 중 한 가지

학교 수 10 9 5 24

<표 6> 종류별 보내준 학교 수

구분 1차시험지 2차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 합계(종)

개수 15종 14종 5종 34종

<표 7> 종류별 수집된 시험지 수

나) 4학년 평가 자료 문항유형 분석

<표 8>과 같이 선택형 비율이 10%~30%를 차지하는 시험지가 21종으로 전체의 61.76%

를 차지하였으며 단답형 비율이 70%~90%를 차지하는 시험지가 22종으로 전체의 64.7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서술형 비율이 20%미만인 시험지가 31종으로 전체의 91.18%를 차지하

였다. 특히 서술형 비율이 0%인 시험지도 7종으로 전체의 20.5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 성취도 평가 시험지에서 단답형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

으며 서술형의 비율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구분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

0

선택형 5 11 10 3 2 0 3

단답형 3 2 3 4 9 13

서술형 21 10 3

<표 8> 성취도 평가 문항유형 비율별 시험지 수 (34종)

다) 서술형 문항 유형의 분석

수집된 성취도 평가 중 서술형 문항이 있는 26종의 서술형 문항을 모아 분석한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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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었다.

⑴ 개념(용어)을 넣어 문장을 만드는 문제

예1) 5억 2500만을 넣어 문장을 만드시오. (교4-1-1-11번 동형)

⑵ 문제를 만드는 문제

예1) 덧셈, 뺄셈, ( )가 있는 식을 만들고 그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어 보시오.

식 : 문제 :

⑶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문제

예1) 왜 108÷36=3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교4-1-2-10번 동형)

⑷ 문제 해결의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

예1) 영우는 용돈 4000원을 받아 800원짜리 수첩을 사고 또 심부름을 하여 어머니께

500원을 받았습니다. 승우가 가진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

오.

⑸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는 문제

예1) 삼각형 ㄱㄴㄷ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고, 변ㄱㄷ과 변ㄷㄹ의 길이는 같

다고 할 때 변 ㄴㄹ의 길이는 몇 ㎝인지 구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ㄱ

ㄴ ㄷ ㄹ

6cm

⑹ 알아낸 사실을 쓰는 문제

예) 현진이는 삼각형의 세 각을 그림과 같이 잘라서 오른쪽 직선 위에 맞추어 올려놓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
㉡

㉡

㉠

㉢

구분 문장만들기 문제만들기 설명하기
풀이과정과

답 쓰기
이유 쓰기

알게 된

사실 쓰기
계

계 6 8 16 20 8 3 61

비율 9.84% 13.11% 26.23% 32.79% 13.11% 4.92% 100%

<표 9 > 학교별 서술형의 유형

서술형 문항 중에서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항이 32.79%, 풀이과정을 설명하는 문항이

26.23%로 가장 많이 출제 되었다. 이들 문항은 교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공 서술형문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의 유사 문항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마. 문항 분석의 결과

1) 교과서에 제시된 서술형 문항이 매우 빈약하다.

2)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도 평가의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미약하다.

3) 분석, 종합, 비판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보다는 단순 풀이 과정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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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대부분이다.

4) 수학적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부족하다.

5) 보다 다양한 서술형 평가 자료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2. 서술형 평가 예시 문항 개발

가.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분석 및 제작

1) 성취기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한 2007개정 교육과정 4학년 수학과 성취 기준은 수와

연산에 6개 영역, 도형에 2개영역, 측정에 4개영역, 확률과 통계에 1개영역, 규칙성과 문제 해

결에 4개 영역으로 모두 17개의 중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1개의 성취수준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중에서 4학년 1학기 성취 기준 요소를 추출하여 보면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수와연산 4개영역, 도형 1개영역, 측정 1개영역, 규칙성과 문제 해결 2개 영역으로 모두 8개

중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9개의 성취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영역 중영역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1. 수와
연산

11. 다섯 자리 이
상의 수

111. 10000 이상의 큰 수에 대하여
자릿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
고,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111-1. 10000과 몇 만을 알고, 읽고 쓸 수 있
다.

111-2. 다섯 자리 수에서 일, 십, 백, 천, 만
의 자릿값의 의미를 이해한다.

111-3. 다섯 자리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
다.

111-4.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등이 사용된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112. 수 계열을 이해하고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112-1. 다섯 자리 이상의 수의 계열을 이해
하고, 다섯 자리 이상의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12. 자연수의 사
칙계산

121. 곱하는 수가 두 자리 수인 곱
셈을 할 수 있다.

121-1. (세 자리 수)× (두 자리 수) 계산을 할
수 있다.

121-2. (네 자리 수)× (두 자리 수) 계산을 할
수 있다.

121-3. 세 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122.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인 나
눗셈을 할 수 있다.

122-1. (세 자리 수)÷ (두 자리 수) 계산을 할
수 있다.

123.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
여 있는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123-1.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계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123-2.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3-3.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섞여
있는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 여러 가지 분
수

131.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이해
하고, 그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다.

131-1.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뜻을 안다.

131-2.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
로 고칠 수 있다.

132.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132-1. 분모가 같은 두 가분수의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132-2. 분모가 같은 두 대분수의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표 10 > 4-1 성취기준의 예

2) 성취 기준의 문제점

가) 단편적인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성취 기준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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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적 내용지식 위주로 되어 있고,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

같은 과정 지식이 포함된 성취 기준이 부족하다.

라) 규칙성과 문제해결 부분을 외에는 다양성, 융통성, 독창성 등의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성취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성취도 평가 문제를 출제하면 당연히 단편적인 지식이나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답형 문제의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수학적 추론이나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의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중 영역 범위에서의 복

합적인 성취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서술형 평가를 위한 중영역 수준의 성취기준

사고력 창의력을 고려한 서술형 평가를 위한 중영역 수준의 2007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

소에 맞도록 4학년 1학기 성취기준을 <표 11>과 같이 8개의 중영역에 따라 14개의 성취기준

을 작성하였으며, 4학년 2학기 성취기준은 <표 12>와 같이 9개 중영역에 따라 16개의 성취

기준을 작성하였다.

대영역 중영역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1. 수와
연산

11. 다섯 자리 이
상의 수

111. 10000 이상의 큰 수에 대하여
자릿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
고,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111-1. 큰 수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을 알고
생활장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2. 수 계열을 이해하고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112-1. 자연수의 계열을 알고 추론하여 크기
를 비교할 수 있다.

12. 자연수의 사
칙계산

121. 곱하는 수가 두 자리 수인 곱
셈을 할 수 있다.

121-1. 곱셈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
로 해결할 수 있다.

122.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인 나
눗셈을 할 수 있다.

122-1.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123.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
여 있는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123-1. 계산원리를 알고 혼합계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3. 여러 가지 분
수

131.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이해
하고, 그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다.

131-1. 분수의 종류를 알고 여러 가지로 표현
하고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다.

132.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132-1.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와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14. 소수
141. 소수를 읽고, 쓰고, 크기를 비
교할 수 있다.

141-1. 소수의 의미를 알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2. 도형
21. 각과 여러

가지 삼각형
211. 여러 가지 삼각형을 이해한다.

211. 여러 가지 삼각형을 특징에 따라 구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측정 31. 각도

311. 각도를 알고 각의 크기를 측정하

고 주어진 각을 그릴 수 있다.

311.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고 여

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

312.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의 합을 구할 수 있다.

31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5. 규칙성

과 문제

해결

51. 규칙 찾기

511. 다양한 변화 규칙을 수로 나타내

고 설명할 수 있다.

511-1. 다양한 변화 규칙을 수로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

512. 규칙 찾기 놀이를 통하여 규칙을

추측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

다.

512-1. 규칙 찾기 놀이를 통하여 규칙을 추

측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52. 규칙적인 무

늬 만들기

521.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한 가지 무늬로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 있다.

521-1. 밀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방법을 이

용하여 한 가지 무늬로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 있다.

<표 11 > 4-1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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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1. 수와
연산

15. 분모가 같

은 분수의 덧

셈과 뺄셈

151.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과 뺄셈을 할 수 있다.

151-1.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원리를
알고 덧셈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있다.

151-2.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원리를
알고 뺄셈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있다.

16. 소수의 덧
셈과 뺄셈

161.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161-1. 소수의 덧셈 원리를 알고 소수의
덧셈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61-2. 소수의 뺄셈 원리를 알고 소수의
뺄셈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도형
22. 다각형의
이해

221. 수직과 평행의 관계를 이

해한다.

221-1. 수직과 평행의 개념을 알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222.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

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개념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

한다.

222-1 여러 가지 사각형의 개념을 알고
특징에 따라 분류하며 설명할 수 있다.

223. 간단한 다각형과 정다각형

을 이해한다.

223-1 다각형과 정다각형의 개념을 알고
다각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

할 수 있다.

224.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

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224-1.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25.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덮을 수 있다.

225-1. 주어진 도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모양을 덮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측정

32. 평면도형의
둘레

321. 간단한 평면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321-1. 몇 개의 기본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여
러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33.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
이

332.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

이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다.

332-1. 넓이의 개념을 알고 직사각형, 정
사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34. 어림하기

341.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뜻을 알고, 수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341-1.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42. 반올림, 올림, 버림의 의미
를 알고 이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342-1. 반올림, 올림, 버림의 의미와 방법
을 알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확률
과 통계

41. 꺾은선 그
래프

413.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413-1.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
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
프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5. 규칙
성과 문
제해결

53. 규칙과 대
응

531.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고, □,
△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531-1.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의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 △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54. 문제해결
541. 단순화하기, 논리적 추론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541-1. 문제 해결 방법과 과정을 논리적
으로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다.

<표 12> 4-2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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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기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한 평가기준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취기준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의 수준을 상중하로 구별할 수 있는

수준별 문항을 작성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서술형 평가에 사용하기는 미흡하다. 따라서 서

술형 평가에 적합한 평가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에 비추어 수행 정도를 수준별

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적 루블릭을 작성하여 보았다.

채점기준표의 세로축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도달해야할 기준을 수학적 내용지식, 절차적

지식, 창의성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가로축은 학생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축으

로 해당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기본, 숙달, 발전의 4단

계로 하여 <표 14>와 같이 작성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상 중 하

111. 10000 이

상의 큰 수에

대하여 자릿

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

해하고,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111-1. 10000과

몇 만을 알고,

읽고 쓸 수 있

다.

몇 만을 나타내는

구체물을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묶어

세어 수로 나타내

고, 그 수를 읽을

수 있다.

몇 만을 나타낸 그

림이나 수 모형을

보고, 수로 나타내

고 읽을 수 있다.

만 개씩 묶음의 개

수 또는 만 모형의

개수를 하나씩 차

례대로 세어보고,

‘몇 만’인지 말할

수 있다.

111-2. 다섯 자리

수에서 일, 십,

백, 천, 만의 자

릿값의 의미를

이해한다.

다섯 자리 수를 각

자릿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섯 자리 수에서

각 자리 수가 나타

내는 자릿값을 안

다.

다섯 자리 수에서

만의 자리,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의 숫자를 각

각 구별할 수 있다.

111-3. 다섯 자리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다섯 자리 수를 상

황에 맞게 능숙하

게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다섯 자리 수를 세

고 읽고 쓸 수 있

다.

다섯 자리 수를 나

타낸 수 모형을 보

고, 각 자리별로

하나씩 차례대로

세어 수로 쓰고 읽

을 수 있다.

111-4. 십만, 백

만, 천만, 억,

조 등이 사용된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등이 사용

된 수를 상황에 맞

게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등이 사용

된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등의 수를

나타낸 수 모형을

보고, 각 자리별로

하나씩 차례대로

세어 수로 쓰고 읽

을 수 있다.

<표 13> 교육과정 평가원 제공 평가기준표 예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연구발표대회 □

- 168 -

성취 기준 :

단계

영역
발전 (4) 숙련 (3) 기본 (2) 기초 (1)

내용

지식

수학적

지식

개념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사용할

줄 아나 가끔 오

류가 있다.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의 사용이

미흡하다.

과정

지식

추론

수학적 추측(주

장)을 만들고 근

거를 들어 정당

화 한다.

수학적 추측(주

장)을 만드나 타

당성이 부족하다.

근거는 미흡하나

수학적 추측(주

장)을 할 줄 안

다.

수학적 추측(주

장)을 만들지 못

한다.

의사

소통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정확하

게 설명한다.

수학적으로 적절

한 용어를 사용

하여 설명한다.

주어진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줄 안다.

주어진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

하다.

문제

해결

주어진 정보를

능숙하게 활용할

뿐 아니라 미흡

한 정보를 찾아

서 문제를 해결

한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주어진 정보의

사용이 미흡하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창의성

유창성
반응의 개수가

많다.

반응의 개수가

적절하다.

반응의 개수가

다소 부족하다.

반응의 개수가

몇 개 안된다.

융통성

여러 가지 유형

을 사용하여 나

타낸다.

2 - 3 가 지유형 을

생각하여 나타낸

다.

한 두 가지의 유

형을 생각하여

나타낸다.

주어진 유형만

사용한다.

독창성

독창적으로 표현

한다.

독창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한다.

주어진 표현만

사용한다.

주어진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

한다.

<표 14> 서술형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표(루블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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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술형 평가 문항 및 평가기준표 제작의 예

1) 수와 연산 영역

가) 평가 문항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진영이와 엄마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동향을 연도별로 나타낸 표를 보고 대

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

(단위 천명)

국가별 1995 2000 2005 2009 2010 

세계 5,713,073 6,115,367 6,512,276 6,829,360 6,908,688 

한국 45,093 47,008 48,138 48,747 48,875 

중국 1,210,969 1,266,954 1,312,253 1,345,751 1,354,146 

인도 953,148 1,042,590 1,130,618 1,198,003 1,214,464 

일본 125,442 126,706 127,449 127,156 126,995 

북한 21,717 22,859 23,529 23,906 23,991 

미국 270,648 287,842 302,741 314,659 317,641 

프랑스 57,999 59,128 61,013 62,343 62,637 

독일 81,622 82,075 82,409 82,167 82,057 

진영 :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네요. 올해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엄마 : 음 그러니까? 일, 십, 백, 천 음 육십구억 팔백육십팔만 팔천명쯤 되는구나.

진영 : 한국 인구는 2010년에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될까요?

엄마 : 응, 어제 뉴스에서 사천구백구십칠만 사천삼백삼십일명이라고 했단다.

진영 :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작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엄마 : 네가 찾아보렴.

진영 : 앞으로 백년 후에는 어느 나라인구가 가장 많을까요?

엄마 : 글세, 중국의 인구가 10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진영 : 세계인구가 만원씩을 저금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마 : 글세?

1. 대화에 나타난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모두 수로 써 보시오.

2. 통일된 우리 나라보다 인구가 더 작은 나라의 인구 수는 몇 명인지 읽어 보시오.

3. 앞으로 백년 후 쯤에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어떻게 될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여 보시

오.

4. 세계의 인구 한 명당 만원씩 저금을 한다면 얼마가 될지 설명하여 보고 여러 가지 방

법으로 나타내 보시오.

5.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면 우리 나라 인구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나라 인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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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기준표(루블릭)

성취 기준

111-1. 큰 수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을 알고 생활 장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계

영역
발전 (4) 숙련 (3) 기본 (2) 기초 (1)

내용

지식

수학적

지식

개념

(1, 2)

수와 관련된 정

보를 모두 찾아

정확하게 읽고

쓸 줄 알며 계열

을 정확하게 알

고 있다.

수와 관련된 정

보를 찾아 정확

하게 읽고 쓸 줄

알며 계열도 비

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수와 관련된 정

보를 정확하게

찾아 읽고 쓸 줄

안다.

수와 관련된 정

보를 찾아 읽고

쓰는 능력이 부

족하다.

절차적

지식

추론

(3)

중국과 인도의

인구 변화에 대

한 주장과 이유

가 타당하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변화에 대

한 주장을 하였

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변화에 대

한 주장을 한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변화에 대

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의사

소통

(4, 5)

수학적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한

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용어나 기호의

사용이 미흡하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한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문제

해결

(4)

수의 계열을 이

용하여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였

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주어진 정보의

사용이 미흡하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창의성

유창성

(4)

69086880000000

6 9086 8800만원

6조 9086억 8800

만원

육조 구천팔십육

억 팔천팔백만원

등 4가지 이상으

로 표현하였다.

3가지로 정확하

게 표현하였다.

수로 읽기와 쓰

기의 1-2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하

였다.

한 가지도 정확

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융통성

(5)

다양한 유형을

사용하여 표현하

였다.

2가지 유형을 사

용하여 표현하였

다.

한 가지 유형을

사용하여 표현하

였다.

한 가지도 표현

을 못하였다.

독창성

(4, 5)

독창적으로 표현

하였다.

독창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

다.

보편적인 한 가

표현만 사용하였

다.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표 15> 서술형 평가를 위한 수와 연산 루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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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07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미래 사회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의 화두가

단편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분석, 종합, 비판 능력 같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력의 증

진과 창의력 신장에 목적을 두고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술형 평가가

평가의 주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취도 평가 문항을 분

석해본 결과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성취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는 20%미만의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둘째, 성취도 평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술형 평가 문항도 교과서에 있는 문장만들기, 설

명하기 정도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쓴 것이어서 단순 기억력을 측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가 많았다.

셋째,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급된 문항은 교과서의 것보다 유형은 다양하나 평가 목표가

세분화되어 작성되어 다양한 사고력을 측정하거나 창의력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

다.

그리고 한 가지 대한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본 예시 문항도 본 연구자의 현장 경험

과 몇 몇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하여 본 것으로 아직 현장에서 적용하여 보지 않은 것이라서

성취기준 평가 기준에서부터 문항에 이르기 까지 검증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

2. 제언

교육현장에서 앞으로의 평가가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선택형, 단답형 중심에서 벗어나

사고력, 창의력 중심의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수학적사고력, 수학적 창의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취도 평가가 서술형 평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다양한 학습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이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수학적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취도 평가 문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도 함께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상

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회성인 평가 보다는 과제형, 프로젝트형의 종합적인 능력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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