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교육연구지, 34권 1호, pp. 164-174(2010. 6) Jour. Sci. Edu, Vol. 34, No. 1, pp. 164-174(2010. 6)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에 기초한 중학교 생물 역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 분석

Analysis of Summative Evaluation Objectives in Middle School Biology
based on Bloom's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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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axonomic characteristics of objectives infered from
questions of summative evaluation by analyzing those objectives with Bloom's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1,711 questions of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s collected from 25 middle schools were analyzed to
classify objective of each questi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rom the analysis of
objectives in the knowledge dimension, the assessment of factual knowledge was most prevailing(67.6%) in the
biology summative evaluation. I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memory assessment was most dominant(76.1%).
Thus, the main objectives of evaluation leaned toward particular classes in the Bloom's revised taxonomy,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findings of earlier studies on the weights of evaluation areas. Second, the level of the objectives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grade of middle schoolers, as their cognitive level improves with grade.
In fact,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ree grades in characteristics of objective taxonomy. 

Key words: Summative Evaluation Objectives, Bloom's Revised Taxonomy, Middle School Biology 

1Deagu Science High School·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대구과학고등학교·2경북대학교

Ⅰ. 서 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하 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
표도달도를확인하고, 수업의질개선을위한자료로
평가를활용한다(교육부, 1997).
Tyler(1949)는 평가는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프

로그램에 의하여 교육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
지를 밝히는 과정이라 하 고, 황정규(1998)는 바람
직한행동의변화가지도목표에비추어어느정도이
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평가의 의미를
설명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는 교육 목

표에 비추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요소
이며, 평가는교육과정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평가를 교육 목표에 비추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목표 분류표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목표분류표는교사가학생이변화되기를희망하
는 교육목표의 분류표로서, 목표분류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수업목표에 대해 보다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목표분류표는 수업 목표, 교수 과정의 목
표, 평가목표를분류하고, 이들간의일치를통해교육
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쓰일 수 있다(Anderson
et al., 2001).
1956년에 Bloom 등은 교육목표분류학을 정립하여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 고
(Bloom et al., 1956), 이를 40여년간교육계에서활
발하게활용하여왔으나, 각유목간의위계성및목표
분류의어려움등의문제점이드러나교육목표분류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나동진과 왕경수, 2000). 이
에심리학, 교육학등의연구를바탕으로인지심리학
자, 교육과정 이론가와 수업 연구자, 검사 및 평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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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 모여 Bloom의 교육목표분류체계를 개정하
여신교육목표분류체계를고안하 다.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는 명사로 이루어진

지식 차원과 동사로 이루어진 인지과정 차원으로 구
성된이차원적구조로이루어져있다. 이를통해지식
과 지식에 대해 작동되는 정신작용을 구분하여 목표
가 더욱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하 다
(Anderson et al., 2001; Krathwohl, 2002). 
외국에서는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를 이용

하여 수업 목표 설정, 교수 과정, 평가의 단계에 적용
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Airasian &
Miranda, 2002; Miller, 2004; Napier &
Johnson, 2004;  Devito & Grotzer, 2005;
Hanna, 2007), 국내에서는이분류체계에대한전반
적인 이해와 대안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강
현석, 정재임, 최윤경, 2005; 김인수, 2007), 수업목
표에대한분석을이혜숙등(2006)이보고한바있다. 
평가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은 평가가 교육의 과정

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
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
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한편이다.
중학교에서 과학 교과의 평가는 대체로 지필평가

70%, 수행평가 30%로이루어지고있어(김경미, 김성
원, 2002) 지필평가는중학교에서의과학교육에서매
우비중있는평가요소이다. 
지필평가의분석에관한박주 (1998), 오현석과이

기 (2006), 나종철(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지필평
가 문항은 과학적 지식을 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문항 형식이 다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지필평가가주로평가하고있는인지적 역의목
표보다 탐구과정 역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문항을
분석하여 지필 평가 문항의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김경미와 김성원, 2002; 오현석과 이기 ,
2006). 또한, 중학교의 지필 평가는 Bloom의 이원목
적 분류표를 기초로 평가문항을 제작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이 이원목적 분류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러 있고, 실제 문항과 많은 차이가 난다(김호진, 곽대
오, 성민웅, 2000). 그러므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에서의 실제 평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알
기는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지필 평가

중에서 과학과목의 생물 역 총괄 평가의 문항의 평
가 목표를 분석하여 교사들이 어떤 수준의 목표로 문
항을출제하는지알고자하 다. 
이러한 평가 문항의 목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생물 역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총
괄 평가 문항이 지향해야 할 목표 역을 파악하고,
평가 목표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loom의 신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목표에 적합한 평가 문항을 제
작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Ⅱ. 연구 방법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지적 역의 교육 목표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한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를 문항 분석틀로
활용하 다. 
중학교 과학 중 생물 역의 평가 문항의 목표가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 표에 기초하여 어떤 범
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를
중학교생물 역총괄평가문항은어떤경향으로출
제되고있는가로하고, 학년별, 단원별문항에서평가
목표의분포양상을분석하 다.

1) 연구 대상
중학교과학교과중생물 역에해당하는 2006학

년도 총괄 평가 문항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총괄 평가 문항은 중학교에서 정기적
으로 실시되는 네 번의 총괄 평가(1학기 1·2차 지필
고사, 2학기 1·2차 지필고사) 문항으로서 각 단원,
역, 학년별출제현황을비교하기위하여전학년의

생물단원의문항을수집하 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구분

하여 25개교를 선정(동부 8개교, 서부 9개교, 남부 6
개교, 달성 2개교)하여문항을수집하 다. 수집한총
괄 평가의 문항은 총 1,711개로, 각 단원별 문항수는
표 1에나타내었다. 
수집한 총합 평가 문항 중 7학년의 평가문항은 총

648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단원이 다른 학년에 비
해 단원의 수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이었다. 8학년의
평가문항은총 562개로『식물의구조와기능』단원의
문항이 330개로『자극과반응』단원에비해문항수가



많았다. 9학년의 평가 문항은 501개로 그 중에서도
『생식과 발생』이 334개로 9학년 전체의 67%를 차지
했다. 9학년『8. 유전과 진화』단원은 마지막 과학단
원으로 단원을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총괄 평가를 치
르는경우가많아, 문항의수가다른 6개단원에비해
적었다(표 1). 

2) 문항의 분석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 분류에는 Bloom의 신 교육

목표분류체계의틀(Anderson et al., 2001; Krathwohl,
2002)을 이용하 다. 이 틀에 제시된 지식 차원과 인
지과정차원의평가문항의예시외에생물평가문항
의 예시를 연구자들이 선정하고 9명의 코더들로부터
타당도를검증받아분류기준으로 사용하 다. 코더는
생물 전공 교수 1인, 생물교육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
생 1인, 경력 6년 이상의 현직 과학교사 7인, 총 9명
으로구성하 다. 
연구자와코더들이 Bloom의신교육목표분류체계

틀에대해학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9학년의 생식 역 평가 문항 중 50문항을 선별하여
예시문항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자간 분석 기준이
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합일점에도달하 다. 
연구자와 코더들의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 분류 결

과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원별로 분
석자(연구자)내, 분석자와 코더간의 일치도를 SPSS
14.0K의 교차 분석을 이용하여 구하 다. 분석자내
일치도는 각 단원별로 반복된 같은 문항들을 추출하
여 분석한 결과가 분석자내에서 일치하는 비율로 구
하 다. 분석자간 일치도는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와
각 단원별로 코더들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단원

별 일치도를 구하 다.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자내 일치도는 평균 0.93, 분석자
간일치도는 평균 0.83으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나
타내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중학교생물 역총괄평가문항을표집하여Bloom
의 신 교육목표분류틀에 기초하여 문항의 목표를 분
석하 다. 분석결과는학년별, 단원별로제시하 고,
지식차원과인지과정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 다. 

1. 학년별, 단원별 평가 문항의 목표 분류

1) 7학년
7학년과학교과서중생물 역에해당하는단원은

『6. 생물의 구성』, 『8. 소화와 순환』, 『9. 호흡과 배
설』3개단원으로, 총 648개의문항을분류하 다. 
『6. 생물의 구성』단원의 총 176개의 문항을 분류

한 결과, 지식 차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55.7%, 개
념적 지식이 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과정 차
원에서는‘기억하다’의과정이65.3%로가장많이나
타났으며‘이해하다’의 과정이 33.6%로 그 다음으로
많이나타났다(표 2). 
이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묻고 있는 사실적 지식에

는‘세포의구조와기능’, ‘현미경배율의계산식’등
이 있었다. 개념적 지식에는‘현미경 배율과 상의 관
계’, 절차적 지식에는‘현미경 사용 순서’, ‘프레파라
트제작순서’와같은것이있었다. 
『8. 소화와 순환』단원의 총 256개의 문항을 분류

166 김윤희·윤기순·권덕기

표 1 총괄 평가 문항 수

학년 단원 문항수 합계

7
생물의구성 176

648소화와순환 256
호흡과배설 216

8
식물의구조와기능 330

562
자극과반응 232

9
생식과발생 334

501
유전과진화 167

합 계 (총문항수)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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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지식 차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91.4%로 거
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소화와순환에대한개
념을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사실적 지식에 대한 평가
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과정 차원에서
는‘기억하다’의 과정이 86.7%로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이해하다’의과정이 11.7%로 그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2). 인지과정 차원에서도 지식 차원에서
와 같이‘기억하다’의 과정이 다른 과정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소화와 순환에 대해 교사
들은 단순한 사실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를평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 단원에서 평가한 대표적인 사실적 지식에는‘소

화와 순환의 뜻’, ‘소화 기관 및 순환 기관의 구조와
기능’, ‘ 양소검출시약및반응결과’, ‘3대 양소
의 종류와 기능’, ‘혈액 순환 경로’등이 있었다. 개
념적지식에는‘실험을이용한소화의필요성’, ‘ 양
소의분류’, ‘침의소화작용’과같은것이있었다. 
『9. 호흡과배설』단원의총 216개의문항을분류한
결과, 지식 차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62.0%, 개념적
지식이38.0%로, 절차적지식과메타인지지식이나타
나지 않았다(표 2). 『소화와 순환』단원과 마찬가지로
절차적지식을묻는문항이없었던것은이두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실험이 적고, 교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실험방법및절차에대한평가를하기어
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인지과정 차원에서는‘기억
하다’의과정이 70.8%로 가장많이나타났으며‘이해
하다’의과정이28.7%로그다음으로많이나타났다. 
이 단원에서 평가한 대표적인 사실적 지식에는‘호

흡과 배설의 정의’, ‘호흡 기관과 배설 기관의 기능’,
‘외호흡과 내호흡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방향’,
‘배설 과정’등이 있었다. 개념적 지식에는‘호흡 시
일어나는 흉강내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 ‘호
흡에 향을끼치는기체’와같은것이있었다. 

2) 8학년
8학년과학교과서중생물 역에해당하는단원은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5. 자극과 반응』2개 단원
으로, 총 562개의문항을분류하 다.
『4. 식물의 구조와 기능』단원의 총 330개의 문항
을 분류한 결과, 지식 차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70.9%, 개념적 지식이 27.9%로 사실적 지식과 개념
적 지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험방법에 대한

절차적지식이 1.2%로조금나타났다(표 2). 인지과정
차원에서는‘기억하다’의 과정이 79.1% 로 가장 많
이나타났으며‘이해하다’의과정이20.9%로그다음
으로 많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수 지만‘적용하
다’과정을 평가하고 있는 문항도 3문항으로 0.9%를
차지했다.  
이 단원에서 평가한 대표적인 사실적 지식에는‘뿌

리, 줄기, 잎의구조와기능’, ‘꽃과열매의구조와기
능’, ‘광합성과 호흡의 정의’등이 있었다. 개념적 지
식에는‘BTB 용액을 이용한 광합성과 호흡’, ‘증산
작용의 조건’, ‘광합성과 환경 요인과의 관계’등이
있었다.  절차적 지식은 적은 수를 차지했지만‘광합
성산물확인실험방법’, ‘증산작용실험방법’과같
은것이있었다.
『5. 자극과 반응』단원의 총 232개의 문항을 분류
한결과, 지식차원에서는사실적지식이 94.8%로거
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표 2). 『8. 소화와순환』
단원과마찬가지로개념보다는각각의정보단위로서
의 사실적 지식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인지과정
차원에서도‘기억하다’의과정이 89.7%로가장많이
나타났으며‘이해하다’의 과정이 10.3%로‘기억하
다’와‘이해하다’과정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소화와 순환』단원과 같이
교사들은 단순한 사실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기억
하는지를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 단원에서 평가한 대표적인 사실적 지식에는‘감

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 ‘뇌의 구조와 기능’, ‘신경
세포의종류와기능’, ‘사람의호르몬의종류와기능’
등이 있었다. 개념적 지식에는‘눈의 이상과 원근 조
절’과같은것이있었다. 

3) 9학년
9학년과학교과서중생물 역에해당하는단원은

『1. 생식과발생』, 『8. 유전과진화』2개단원으로, 총
501개의문항을분류하 다.
『1. 생식과발생』단원의총 334개의문항을분류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지식 차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73.4%, 개념적 지식이 19.5%, 절차적 지식이
7.2%로 나타났다. 인지과정 차원에서는‘기억하다’
의과정이 81.4%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이해하다’
의과정이 18.6%로‘적용하다’이상의과정을평가하
는문항은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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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년별, 단원별 총괄 평가 문항의 평가 목표 분류 단위: 개(%)

학
년 단원

인지과정차원

지식차원
1.기억
하다

2.이해
하다

3.적용
하다

4.분석
하다

5.평가
하다

6.창안
하다 합계

7

6. 생물
의구성

A. 사실적지식 87(49.4) 11(6.3) - - - - 98(55.7)

B. 개념적지식 6 (3.4) 48(27.3) 2(1.1) - - - 56(31.8)

C. 절차적지식 22(12.5) - - - - - 22(12.5)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115(65.3) 59(33.6) 2(1.1) - - - 176(100)

8. 소화
와순환

A. 사실적지식 219(85.5) 11(4.3) 4(1.6) - - - 234(91.4)

B. 개념적지식 3(1.2) 19(7.4) - - - - 22(8.6)

C. 절차적지식 - - - - - - -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222(86.7) 30(11.7) 4(1.6) - - - 256(100)

9. 호흡
과배설

A. 사실적지식 124(57.4) 10(4.6) - - - - 134(62.0)

B. 개념적지식 29(13.4) 52(24.1) 1(0.5) - - - 82(38.0)

C. 절차적지식 - - - - - - -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153(70.8) 62(28.7) 1(0.5) - - - 216(100)

8

4. 식물
의구조
와기능

A. 사실적지식 231(70.0) 3(0.9) - - - - 234(70.9)

B. 개념적지식 28(8.5) 63(19.1) 1(0.3) - - - 92(27.9)

C. 절차적지식 2(0.6) - 2(0.6) - - - 4(1.2)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261(79.1) 66(20.0) 3(0.9) - - - 330(100)

5. 자극
과반응

A. 사실적지식 202(87.1) 18(7.8) - - - - 220(94.8)

B. 개념적지식 6(2.6) 6(2.6) - - - - 12(5.2)

C. 절차적지식 - - - - - - -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208(89.7) 24(10.3) - - - - 232(100)

9

1. 생식
과발생

A. 사실적지식 228(68.3) 17(5.1) - - - - 245(73.4)

B. 개념적지식 20(6.0) 45(13.5) - - - - 65(19.5)

C. 절차적지식 24(7.2) - - - - - 24(7.2)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272(81.4) 62(18.6) - - - - 334(100)

8. 유전
과진화

A. 사실적지식 64(38.3) - - - - - 64(38.3)

B. 개념적지식 7(4.2) 67(40.1) 29(17.4) - - - 103(61.7)

C. 절차적지식 - - - - - - -

D. 메타인지지식 - - - - - - -

합 계 71(42.5) 67(40.1) 29(17.4) - - - 167(100)

총 계 1,302(76.1) 370(21.6) 39(2.3) 1,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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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묻고 있는 사실적 지식에
는‘세포분열각단계의특징’, ‘유성생식과무성생
식의뜻’, ‘생식기관의구조와기능’, ‘식물의수정’,
‘동물의 발생 과정’등이 있었다. 개념적 지식에는
‘체세포분열과 생식세포분열의 의의’, ‘사람의 염색
체구성’, ‘세포분열과염색체와의관계’, ‘체내수정
과 체외 수정과의 비교’등이 있었다. 절차적 지식으
로는‘체세포 분열 실험 과정 및 방법’이 있었고 이
단원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지식 문항은 모두‘체세포
분열실험과정및방법’을묻고있었다. 
『8. 유전과진화』단원의총 167개의문항을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식 차원에서는 개념적 지식이
61.7%, 사실적 지식이 38.3% 순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진화의뜻’, ‘유전병에대한사실’과같은사실적
지식을묻고있는문항도많았으나. ‘가계도에서나타
나는 유전의 특징’, ‘유전 법칙’등과 같은 개념적 지
식을평가하고있는문항이더많았다. 인지과정차원
에서도‘기억하다’의 과정이 42.5% 로 가장 많이 나
타났지만, ‘이해하다’의 과정이 40.1%, ‘적용하다’
과정이 17.4%로 다른 단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인
지과정을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총 7개의단원별총괄평가문항의목표를지식차원

으로분류한결과는그림 1과같다.
단원의 내용에 따라 지식 차원의 각 유형들이 차지

하는 비율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사실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았으나, 『유전과 진화』단

원에서는다른단원에비해유전의법칙, 진화론과같
은 개념적 지식이 많아 개념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
의 비율(61.7%)이 사실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
율(38.3%)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절차적 지식의 경
우 일부 단원에서 평가하 는데, 이혜숙(2007)의 연
구에서처럼 실험이 간단하고, 재료를 구하기 쉬운 단
원에서 다른 단원에 비해 절차적 지식이 높게 나타나
는것을볼수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주로 교과의 구체적인 사실과

용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이나 증산작용을 개념적 지식
으로 평가하기보다 개념 속에 포함된 사실적 지식들
로평가하고있어, 현재의총괄평가를통해학생들이
생물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다
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단원별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를 인지과정 차원으

로분류한결과는그림2와같다.
지식 차원의 분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인

지과정 차원의 각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사실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
았던 단원에서‘기억하다’를 평가하는 문항의 비율이
‘이해하다’의 비율보다 훨씬 높아, 교사들은 주로 사
실적지식을기억하다의인지과정차원으로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전과 진화』같이
개념적 지식을 비교적 많이 평가하 던 단원에서는
다른단원에비하여‘이해하다’및‘적용하다’의인지

그림 1 단원별 평가 문항의 지식 차원 분류



과정을평가하는문항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강순희 등(1998)은 중학생들의 인지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교육 활동에 이를 반 하여야 한
다고 보았다. 따라서, 평가 문항의 목표 분류가 이러
한 중학생들의 인지수준 발달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 학년별로 평가 문항을 지식 차원과 인
지과정차원으로분석해보았다. 
각 학년별 평가 문항의 지식차원과 인지과정 차원

의 분류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7, 8, 9학년모두‘기억하다’와‘이해하다’
과정의 낮은 차원의 인지과정에 해당하는 목표가
94%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지식차원
과 인지과정 차원의 학년과 관련한 경향성을 찾아 볼
수없었다. 
학년이올라갈수록구체적조작기에서과도기를거

쳐 형식적 조작기로 인지수준이 변화되므로(강순희,
박종윤, 노정원, 1998), 학년이올라갈수록사실적지
식보다개념적지식을, ‘기억하다’보다‘이해하다’이
상의 인지과정을 평가하도록 해야 하지만, 평가 문항
은 학년에 상관없이 낮은 수준의 인지과정을 목표로
삼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중학교 과학 생물 역의 총괄 평가 문항, 총 1,711

문항에대하여지식과정과인지과정의목표를분석한
결과는그림5와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물 역의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는‘사실적 지식이면서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경

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개념적 지
식이면서이해하다’에해당하는경우가 17.5% 다. 
지식차원으로는‘사실적지식’이 71.8%로가장많

았고, 그 다음으로‘개념적 지식’이 25.2%, ‘절차적
지식’이 2.9%를차지했다. 메타인지지식을평가하는
문항을찾을수없었다. 
인지과정 차원으로는‘기억하다’의 범주에 속하는

평가 문항이 7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이
해하다(21.6%)’, ‘적용하다(2.3 %)’순이었고, 지식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분석하다’이상의 과정을 평
가하는문항은없었다.  
인지과정 차원의 목표 분류 결과는 평가 역 가중

치 선정에 관한 김경미와 김성원(2002)의 연구에서
지식: 이해: 적용의 비율을 1: 4: 2로 정한 것과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과학 지식
평가체제의개발에관한권재술등(1998)의연구에서
제시한 이해의 비중 66%, 기억의 비중 22%와도 큰
차이가있다. 평가문항의목표가중치에관한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문
항이일부의목표에치우쳐있으며, 낮은수준의목표
를 가진 총괄 평가 문항을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교사가교과서에제시된그림이나 을그
대로사용하여문항을제작함으로서학생들이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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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원별 평가 문항의 인지과정 차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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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시사점

학교 현장에서 평가 문항의 목표가 일부 역에 치
우쳐 있으며, 낮은 수준의 목표를 가진 총괄 평가 문
항이출제되는경향에는다음의 3가지요소가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요소는 수업 목표이
다. 평가는 교육목표에 비추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
는필수요소이다. 따라서평가문항의목표는교사의

수업 목표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평가
문항의 목표를 지식차원에서 분석하 을 때, 수업 목
표와 평가 문항의 목표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업 목표 분류에 관한 이혜숙(2007)의 연구에 따르
면, 중학교에서의 수업목표는 지식차원에서 사실적
지식이 4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가
문항의 분류에서도 사실적 지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그림 3 학년별 평가 문항의 지식차원 분류

그림 4 학년별 평가 문항의 인지과정차원 분류



차지하고있는것과일치한다. 
그러나 평가 문항의 목표를 인지과정 차원에서 분

석한 것은 수업 목표와 크게 차이를 보 다. 문항의
인지과정차원의 목표는‘기억하다’가 76.1%를 차지
하고 있으나, 수업 목표의 경우, 2.9%로 평가 문항의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교사가 수업 목표에
비추어 평가 문항을 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
러가지요인에의하여평가문항의목표를수업목표
와일치시키지못하기때문이라고생각할수있다.  
수업 목표 이외에 평가 문항의 목표에 향을 끼치

는두번째요소는총괄평가의특성이다. 인지과정에
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을 서열화해야 하는
총괄 평가의 특성과도 상관있다고 생각된다. 중학교
에서의 총괄 평가는 고등학교 입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학습 목표 달성의 목적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을 서열화 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
다(오현석과 이기 , 2006). 따라서 주로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출제하게 되어‘메타인지 지식’, ‘분석하
다’, ‘평가하다’, ‘창안하다’와같은차원들을평가하
기 힘들다. 총괄 평가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Bloom의신교육목표분류에서분류한다양한교육목
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 평가 이외의 다양한 평
가방법을도입하여학생들을평가하도록해야한다.   

세 번째요소는교사의평가전문성이다. 실제교사
들은 과학과 평가의 인지적 역에서의 평가에서‘이
해하다’가 반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경미와
김성원, 2002). 그렇지만, 실제 총괄 평가의 문항의
목표가 교사의 이상과 다른 것은 김신 (2002)의 연
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신 (2002)은
교사들이 평가 문항의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양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제작하기위한교육기회를교사들에게제공하
여 교사들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교사도다양한목표의문항들로
구성된 평가를 시도하기 위한 자료를 교과서나 참고
서, 교사용 지도서 이 외의 다양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재연구를통해얻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중학교생물 역총괄평가문항의목표
를Bloom의신교육목표분류틀로분석하여교사들이
어떤 수준의 목표로 문항을 출제하는지 알고자 하
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25개 중학교에서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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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생물 역 총괄 평가 문항의 목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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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출제한총 1,711개의총괄평가문항을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틀로 분류하고, 학년별, 단원별로 분
석하여얻은결론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식과정 차원에서 사실적 지식이상의 더 높

은차원의지식을습득하게하고, 그것을평가할문항
을출제해야할것이다. 과학은사실의집합이아니라
생각하는방식이며, 이성적으로사고하는방식, 즉 어
떤 생각이 이성적이고 어떤 생각이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학을 사실들의 집합으로
생각하고, 사실적 지식을 기억하는지의 여부로 교육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과학
은 따분한 전문용어들의 모음이 되며, 교과서나 인터
넷 교육사이트 등을 대충 훑어보면서 굵은 자로 된
용어만을쳐다보게될것이다. 다른내용은모두잊어
버리고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 기억하게 될 것이다
(Angier, 2007). 그러므로, 더높은차원의목표를가
르치고, 평가하는것을지향해야할것이다.
둘째,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인지구조가 형

식적 조작기로 발달해가는 것을 고려하여 수업 목표
뿐 아니라 평가 목표도 점점 높은 차원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셋째, 예비교사및현직교사들이평가의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총괄 평가는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육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목
표에 맞게 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사용한 Bloom의신교육목표분류틀을이용한
평가 문항의 목표 분류 방법이 문항의 목표를 파악하
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교사들이 Bloom의
신 목표분류학의 위계에 따라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방법을익힐수있는다양한연수와참고자료가개발
되어 교사들에게 제공된다면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목표를가진문항을출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교
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가 교육의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단계인 평가에 대해 전문성을 기른다면, 학생들
의인지발달수준에맞추어평가문항을개발할수있
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
록도움을줄것이다. 

본 연구는총괄평가만을대상으로했지만, 생물교
육 전체의 평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등
으로 연구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총
괄평가의특성을고려할때, 총괄평가에서요구되는
각 교육목표의 구성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간의 의
사소통을위한 Bloom의신교육목표분류학의목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간
의일치도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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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 생물 역의 총괄 평
가문항의평가목표를블룸의신교육목표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 목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구지역 중학교 25개교로부터 총 1,711개의 총괄 평
가 문항을 수집하여 블룸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에
따라 각 문항의 평가 목표를 분석하 다. 총괄 평가
문항을 지식과정 차원의 목표분류틀로 분석한 결과,
사실적 지식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는 문항이 대부
분(67.6%)을 차지하 다. 인지과정 차원에서 표본 문
항의 평가 목표는 기억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우세하 다(76.1%). 문항의 주된 평가 목표들이 블룸
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 중 특정 역에 치우쳐 있었
고, 동일한 분류체계로 수업 목표를 분류했던 이전의
연구결과와비교했을때, 수업목표와평가목표의분
포에차이가있었다. 학년별문항의평가목표수준을
분석한결과, 학년이올라감에따라변하는인지수준
을 고려하여, 평가 목표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문항의평가목표에서학년별차이는발견할수없
었다. 

주요어: 총괄평가목표, 블룸의신교육목표분류체
계, 중학교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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