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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과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과정중심평가의 실행 조건과 피드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을 설정
하고, 교사들의 실습과 참여 중심의 연수가 시행되도록 과정중심평가 설계 양식을 개발하여 전국의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20시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은 이론과 실제의 균형, 이론과 실제
의 간극을 줄인 사례 개발, 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내용과 형식, 교사들 간 협업을 통한 산출물 개발, 실습에 대
한 반성을 포함한다. 교사들은 성취기준 및 교과 역량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수업과 평가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며 학습자 수준과 학교 환경에 적합한 평가를 설계하고 교사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반성 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과정중심평가의 취지와 의미에 적절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 교사들의 92.1%가
연수 프로그램에 만족하였으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교사들은 프로그램 개발 원칙에 부합
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계-적용-개선의 환류를 통한 현장 적합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학교급별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개선점으로 제언하였다.
핵심어: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 성취기준, 교과 역량, 피드백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s process-focused assessment training
program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ditions to
implement process-focused assessment and the feedback, we had set up the principles of the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developed the form to design process-focused assessment and then executed the program with 60 teachers
for 20 hours. Teachers in the program conducted a pedagogical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mathematical
competencies, developed tasks for the integration of teaching and assessment, designed assessment appropriate for the
learner level and the school environment, and participated in the reflection activities. Consequently, it was apparent that
the activities were appropriate to achieve the goals and meaning of the process-focused assessment. Typically, 92.1%
of participating teachers were satisfied with the training program and teachers' opinions and impressions on the training
program we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rogram development.
KEY WORDS: process-focused assessment, teacher training program, achievement standard, competency,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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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작성 및 관리지침에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

․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를

실시되던 평가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명시하면서 과정중심평가가 실효를 거두도록 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

는 정책적 추진을 하고 있다.

고 있다. 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과정중심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평가 원칙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을 준수하여 평가 방법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의 방향을 알려주는 성장 참조 평가를 지향하고

피드백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향은 학계뿐 아니라

야 하는 주체는 바로 교사이다. 따라서 과정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나 학교 교육에서도

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를 요구한다.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학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교사의 전문성 개

습을 위한 평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과

발이 과정중심평가의 안착과 교실 변화의 필수

거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로 제안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되었으나 현재 수행평가는 정기고사의 점수 일

실행해오던 수업 방식에 익숙하며 새로운 내용

부를 대체하는 일환으로만 사용될 뿐 평가의 취

이나 수업 방식을 실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지를 실행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Kim &

아니다(Handal & Herrington, 2003; Manouchehri

Yang(2000)과 Park & Park(2000)도 현장 교사들

& Goodman, 1998). 과정중심평가가 실현되기 위

이 수행평가의 목표를 학습목표의 도달도 및 정

해서는 수학 내용과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면밀

확한 측정에 둠으로써 본연의 수행평가의 목적

한 이해,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 및 교사

과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 역할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교사

이에 따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수

의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성을

학과의 평가는 학습 결과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

느끼고 노력하는 교사들조차 변화가 쉽지 않다는

중심 평가도 실시하여 종합적인 수학 학습 평가

점(Handal,

가 될 수 있게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학습 또는 교사의 전문

p. 41)’라고 명시하여 평가 본연의 취지를 살리

성 신장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과 연수가

고 새로운 평가관을 강조하는 과정중심평가를

필요하다.

& Herrington, 2003; Assunção, 2005)

제안하고 있다. 과정중심평가는 수업과 연동된

수학 교사 연수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에 반영

르면, 현재의 수학 교사 연수는 학교급에 적합한

함으로써 학생의 수학 학습을 돕는 것을 목적으

주제로 현장 적용성이 높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

로 한다(Lee et al., 2016). 과정중심평가의 도입

기 때문에 수업 적용성이 낮고 따라서 강의식

에 따라 수학 수업은 학생 참여 중심으로 변화

연수에서 탈피하여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고(Ministry of Education, 2015a), 학생들이 보

형태를 다양화되어야 한다(Park et al., 2010; Lee

이는 여러 가지 역량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평

& Jang, 2012). 또한 내용 면에서 현장적합성, 학

가 정보를 수학 수업의 개선에 반영하려는 변화

교급, 주제와 내용의 다양화에 관한 개선이 필요

가 수반되어야 한다. MoE(2016)도 학교생활기록

하고, 형식에서 연수 방법과 시기의 다양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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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사의 다양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기존의 제

시작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

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Kwon et al.,2014;

는 교수 학습 활동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편차

Park et al., 2010; Lee, 2005; Lee & Jang, 2012).

가 클 수 있으므로, 본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과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포함하여 이

정중심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

론과 실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교사와 연

다.

․

구자의 협업을 강조하고, 우수 사례의 공유와 확
산을 기초로 한 교사의 수업과 평가에 관한 실

1. 과정중심평가의 실행 조건

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평가
에 관한 KLT(Keeping Learning on Track) 프로그

과정중심평가는 수업과 연동된 평가를 실행하

램과 같이, 교사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

고 그 결과를 교수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단기

수학 학습을 돕는 평가(Lee at al., 2016)이다. 이

연수와 장기 연수의 적절한 혼용을 통해 평가

러한 과정중심평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수 학

관련 교사 전문성 신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습과 연계하여 수업 과정에서 실시되고 학습의

로 달성해야 한다(Kim, 2015).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성평가의 성

본 연구에서는 과정중심평가가 강조되는 시의

격만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총괄평가의 역할도

성을 고려하여, 교사연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

고려하게 된다. 과정중심평가는 교사와 학생들이

과와 제안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학 과

수업 중에 학습의 증거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

정중심평가가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

여 교실 수업을 조절해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수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를 실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려 한다. 초,

같다.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학교과에 적

첫째, 현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학습

합하고 학교급 간의 특징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에 대한

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

교수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함으로써 수학 과정중심평가가 실제 현장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과 구조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정착되는 데 필요한 실천적 시사점

구성되었는지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을 제안하고자 한다.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의 의미를 알고 재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II. 이론적 배경

(Kang & Jung, 2018, p. 25). 성취기준 분석은 수
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이며, 자신의 수업 경
험, 동료 교사와의 정보 공유, 기존 자료와 교과

이 장에서는 과정중심평가를 실행할 때 고려

서 분석,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예상 등을 바탕

해야 하는 조건을 논의하고, 특히 평가의 피드백

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 중심 평가

방향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업에서 추구하는 학

는 학문에 기반을 둔 학술 용어라기보다, 학생

습목표 즉, 기대하는 학습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

평가의 질적 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명히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설계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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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2. 과정중심평가에서 피드백

둘째, 과정중심평가의 실행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해야

과정 중심 평가는 총괄식 결과 평가만을 강조

한다. 과정중심평가에 적합한 과제는 학생의 성

하는 기존의 학생 평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

취도 도달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재

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학습에 대

학습 상태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 진전과 성취 결과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고와 해법이 가능한

하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피드백은 교사와 학

과제를 제공하고,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생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

답을 얻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해 학생의 사고와 행

예를 들어, 27과 43 중에 어느 수가 더 큰지를

위에 대한 교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관여되는 활

묻는 과제보다는 2, 3, 4, 7의 숫자 카드를 제공

동이다. 피드백의 목적은 학습 개선, 교수 개선,

하고 학생들이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 크기를 비

학생 동기 부여 등으로 다양하지만(Ji et al,

교하는 과제를 제시했을 때, 수의 크기 비교에

2014) 학습을 강화하는 목적이 더 강조되며

대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

(Dixon & Haigh, 2009, p. 174), 이는 과정중심평

다(Lee at al,, 2016).

가의 목적에 부합된다.

셋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

․

피드백은 제공 시기에 따라 즉각적 피드백

용이 일어나는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구성주의

(immediate

관점에서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단순히

feedback), 형식에 따라 형식적 피드백(formal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 구조 속으

feedback)과 비형식적 피드백(informal feedback)으

로 통합시킴으로써 스스로 이해를 구성한다. 학

로 구분된다(Kim et al, 2015). McMilan(2014)은

생들이 달성한 것을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교

미리 계획하지 않고 관찰과 질문에 기초하여 즉

사의 도움 또는 동료와의 협동을 통하여 그들이

각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비형식적 피드백이라고

무엇을 달성하고 있고 무엇을 달성할 준비가 되

보았는데(Kim et al., 2015, p. 114), 이 유형의 피

었는지,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파

드백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악하는 평가는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제공될 수 있고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평가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중심평가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들

에서 학생은 평가 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 협력

을 정보로 할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는 교수·학

자이다.

습 활동과 평가가 연동되어야 함을 그리고 때로

feedback)과

지연된

피드백(delayed

이상의 세 조건은 과정중심평가 실행을 위한

는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즉, 연수에

넓은 범위에서 평가가 교수 학습 활동과 무관

교사들이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분석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범위에서

고,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평가가 그 자체로 교수·학습 활동이며 교수·학습

설계하고, 과제 적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그 자체로 평가인 학습으로서의 평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예상하는 활동을 포

(assessment as learning)를 의미한다(Ju et al.,

함하도록 하였다.

2017). 피드백 유형의 구분은 이 두 범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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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학습 활동과 평가의 통합’을 각각 구체화

Jang, 2012; Lim, 2008),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수·학

이론과 실제의 균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내

습과 평가의 통합은 평가 완료 즉시 제공되는

용과 형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Lee et

즉각적 피드백에 의해서 구현될 수도 있고 평가

al,(2012)는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 체제(PDS)를

완료 후 일정 기간 후에 제공되는 지연된 피드

구축하는 방안으로 연수의 내용이 현장 적용에

백에 의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반면, 좁은 의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정하고, 연수의 형식에서

에서 교수 학습과 평가의 통합은 즉각적 피드

체험 연수, 토의 토론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

백 그리고 특히 비형식적인 즉각적 피드백에 의

하였다. 한편 Kim(2006)는 예비교사의 평가와 관

해서 잘 구체화되고 구현될 수 있다.

련한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이 현장

ㆍ

․

피드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과정중심평가를

과 괴리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평가 상황에서 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어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교육 방법은 사례를

하는 몇 가지 지침과 절차들에 관한 시사점을

충분히 접하고 실습을 경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피드백은 학생 중심적인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

그리고 학생 참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는

구의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과정중심평가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 고려해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야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즉, 서열화
보다는 학습을 위한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

1. 프로그램 개발 원칙

에 중점을 두는 과정중심평가에서도 이미 정해
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특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

정 학생의 현재 또는 과거의 수행을 기준으로

발하는 데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그

미래 혹은 현재의 학생의 성취를 보는 것이 강

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드백은 평

첫째,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갖춘다. 교사들이

가와 수업의 통합을 추구하며 현재의 학습을 위

과정중심평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

한 즉각적인 기여를 강조하는 평가인 과정중심

하기 위해서는 과정중심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평가를 구현하는 방법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III.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개선점을 찾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
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론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과정중심평가는 교육과정 및 수업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의

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

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내용 전달 위주의 강의

해 및 성취기준을 핵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방식과 프로그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Kwon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과정중심평가

et al,, 2014; Park et al., 2010; Lee, 2005; Lee &

에 대한 이론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
발한 프로그램은 총 20시간 중 이론 강의가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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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실습 및 참여가 11시간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추구하였으며, 동시에 강

평가사례 개발, 과정중심평가 설계 양식에 차이

의 내용이 실습에 반영되고 다시 강의를 통해

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평가 사례 개발의 경우

실습 결과를 논의하는 질적 측면에서의 균형도

초등학교는 한 차시에 대한 사례를 세 교사가

고려하였다.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수업의 다양성을 꾀하였고,

둘째, 이론과 연계된 사례를 미리 개발하여 이

중등학교는 교사별로 주제 또는 단원을 선정하

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인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여 일반화 가능한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살펴볼

은 과정중심평가의 의미, 절차, 피드백에 대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 강의뿐 아니라 그 사례에 대한 강의를 포

넷째, 실습 과정에서 연수 참여 교사들 간의

함한다. 사례가 이론을 반영하도록 연구자들은

협업을 통해 산출물을 개발한다. 교사들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현장 교사와 함께 사례

체는 연수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의 장이자 기본

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적인 변화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수학 수업에서 과정중

공동체, 관행공동체 등 사회문화적 관점이 반영

심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연수에서 소개하도록

된

하였다. 또한 피드백에 대한 내용도 실제 사례와

2006). 교사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상호

함께 소개하고 연수 참여 교사들이 질의하게 하

협력이 학습의 기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여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려 하였다. 수학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학습을 공동체 내에서 공

과정중심평가 사례를 개발하는 교사들과 연구진

동 활동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하기

은 학교급별로 최소 4회 이상의 협의를 거쳐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례를 개발하였다. 단원 선정, 수업 계획 검토,

교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규범 등을 공유하

수업 실행 상의 문제점 발견 및 수업 설계 변경,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의 프로

수업 중 양적, 질적 평가 방법 및 피드백 방안,

그램에서 교사들은 2~4인이 1조를 이루어 과정

수학 과정중심평가양식의 문제점 수정, 연수에서

중심평가 과제와 설계에 참여하였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Oh,

발표할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등

다섯째, 실습에 대한 반성을 포함한다. 교사

학교는 설계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핵심 사항 도

교육에서 교사의 실행에 대한 반성은 매우 핵심

출, 고등학교는 과제에 대한 수학적 오류 검토

적인 요소이다. 과정중심평가의 실습은 평가 계

과정이 별도로 협의되었다.

획을 세우고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까지 진행

셋째,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한다. 학교급에 따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이 타당성

라 평가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이 존재한다. 초등

을 갖추고 수업에서 실시하기에 적절하며 과정

학교의 경우 점수 산출을 전혀 하지 않고 학생

중심평가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들의 행동을 질적으로 기술하는 평가가 시행되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고 있으며,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질적

서는 이러한 핵심 요소가 반영되도록 실습에 대

평가 결과 산출이 중요시되었으며, 고등학교는

한 발표와 논의를 포함하였다. 또한 과정중심평

대입전형 자료로서 양적 평가뿐 아니라 학교생

가의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활기록부에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록하

이 전문가와 함께 과정중심평가를 경험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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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를 만들어낸 경력교사가 연수 참여 교사

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설계 양식은

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원 계획, 차시 수업 및 평가, 평가 결과의 활
용의 세 단계로 제시되었고, 초등학교와 중등학

2.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양식 개발

교의 차이를 감안하여 양식을 달리 하여 개발하
였다.

연수 참여 교사들이 과정중심평가를 구체적으

설계 양식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성취기준

로 실행하게 하고 연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에 따른 기대하는 학습 결과1), 차시별 주제, 관

알 수 있도록 연구진은 과정중심평가 설계 양식

련 교과역량, 차시별 수업에서 반영할 평가 방

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과정중심평가는 수업과

법, 피드백 방안은 초등과 중등에게 공통으로 포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평가 계획 단계에서 수

함되도록 하고, 초등의 경우는 학생들의 오개념

업 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며 이러한 계획은 단원

<단원 계획>

<차시별 수업 및 평가 계획>

<차시별 평가 기록>

Figure 1. Form of process-focused assessment design for elementary school
1) 3학년 2학기 4. 분수 단원의 ‘분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차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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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계획>

<차시별 수업 및 평가 계획>

<평가 방법별 채점 기준>

Figure 2. Form of process-focused assessment design for elementary school

 


학습 결과에서는 ‘분수의 합을 자연수의 합과 혼동하지 않는다. 즉,    이  가 아니라  임을 이해한
 


다. 동분모 분수의 덧셈 알고리즘을 발견한다’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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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학생별 평가 기록지, 중등의 경우는 교육

성 및 목적, 기존 평가와 차별되는 점, 수학 과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평가방법별 평가 기

정중심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교사들이 지켜야

준 작성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다(Figure 1,

하는 원칙 등을 소개한다. 특히 2015 개정 수학

Figure 2 참고).

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을 수업에서 지도하고
그것을 평가해야 하므로 2015 교육과정의 평가

3.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과 교과 역량에 대한 소개를 3시간에 걸쳐
서 강의한다. 두 번째 주제는 피드백 방법에 대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한 것으로 1시간을 강의한다. 평가 결과 산출에

의 원칙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은 이론, 실습, 참

초점을 두어 왔던 기존 평가와 달리 과정중심평

여의 세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론에서는

가는 성장 참조 평가이므로, 피드백의 의미, 유

수학 과정중심평가의 개념과 피드백, 학교급별

형, 적용 모형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과정중

평가 특성을, 실습에서는 Figure 1, Figure 2의

심평가에서 실제로 피드백을 실시하는 방법에

양식에 따라 과정중심평가를 설계하고 사례를

대한 안내가 실시된다. 세 번째 주제는 학교급별

탐색하는 것, 참여에서는 참여 교사들 간의 발표

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Figure

룬다. 크게는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어

3과 같다. 초등교사 연수는 이 모형을 약간 변형

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학생들의 수준

하여 진행하였다.

을 반영할 때 평가 방법의 실제 모습, 채점 기준

ㆍ ㆍ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초 중 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및 과정중심평가 이론 강의 (6시간)


수학 과정중심평가 적용 사례 탐색 (3시간)


수학 과정중심 평가 설계 실습 및 발표 (7시간)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수정 및 보완 (2시간)


수학 과정중심평가 실천 방안 토론 (2시간)

Figure 3. Model of mathematics process-focused
assessment for secondary teacher training

안내하는 활동이 2시간 동안 수행된다.
수학 과정중심평가 ‘사례 탐색’은 학교급별로
2~3개씩 탐색한다. 연구자와 현장교사가 함께 개
발한 사례의 소개와 그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
해 과정중심평가의 적용 결과가 어떠한지 구체
적인 모습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과
정중심평가를 설계하면서 교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과 그 해결책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
다. 초등은 사례를 먼저 탐색하지 않고 평가 설
계 후 같은 주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탐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수 프로그램의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조별로 단원 전체에 적용할 과정중심평가를 계
획하고, 차시별 수업 및 평가 계획, 활동지, 평가

먼저, 이론 강의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방법별 채점 기준 등을 계획하는 것을 실습한다.

첫 번째 주제는 수학 과정중심평가의 개념 및

이때 학교급별 연수 담당자인 교수와 교사가 조

절차에 대한 것으로, 수학 과정중심평가의 필요

별 활동에 진행자로 함께 참여하여 의문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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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답하였다.

Ⅲ장에서 개발한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실습에 대한 ‘수정 및

프로그램을 토대로 실제 교사 연수를 2017년 11

보완’은 중등학교 교사들에게만 적용하였다. 중

월 2박 3일간 시행하였다. 참여자는 전국의 초등

등은 조별로 설계한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전문

학교 교사 20명, 중학교 수학교사 20명, 고등학교

가들과 동료들의 코멘트를 받아 완성도를 높인

수학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총 60명의 현직교사이

과정중심평가를 설계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초등

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여 선발된 자들이

은 자신이 설계한 평가와 실제 적용 사례를 탐

다. 연수 프로그램은 Figure 3의 모형을 Table 1

색하면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과 같이 구체화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때 연수 참

것이므로 이 과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연수생이

여자들은 이론 강의의 일부와 전체 토론을 제외

직접 선정한 수업에 대해 과정중심평가를 설계

한 나머지 단계는 모두 학교급별로 이루어졌다.

하고 적용 예시를 탐색하는 과정만 포함하였다.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연수에서 교사들의 참

Table 1. Actual operation of teacher training of
mathematics process-based assessment

여 과정은 ‘과정중심평가의 실천 방안 토론’으로
마무리된다. 학교급별로 제작 설계한 사례를 함

단계

께 공유하여 의미 있는 내용은 학교급 간에도 받
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과정중심평가의 실천을
위해 교사, 학교, 교육청, 국가의 입장에서 추진

과정중심평가의 개념 및 절차

전체

이론
강의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

전체

학교급별
이슈

과정중심평가의

주요

학교
급별

사례
탐색

학교급별
소개

과정중심평가의

사례

학교
급별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및 제작
실습

학교
급별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및 제작
결과 발표

학교
급별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및 제작
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학교
급별

우수 실습 사례 전시

전체

수학 과정중심평가 실행을 위한
제언

전체

해야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정중심평가는 단순한 평가도구의 변화
가 아니라 수업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므로 교사
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평가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교사의 노
력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갖추어
야할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사
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

운영
방식

주제

설계
실습
수정
및
보완
토론

정을 통해 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
끌어내는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1.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활동
본 연구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에

IV.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서 나타나는 교사의 변화를 질적으로 관찰, 분석
하기 위해 연수 참여자로부터 최대한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수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과정을 모두 녹화하였고 그 중 일부는 전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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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연구자들이 관찰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연수 참여자들의 주요 질의응답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수 참여자들이 실제 연수 과정에서 실습
을 통해 제작한 수학 과정중심평가 설계 사례들
을 분석 자료로 확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수학교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교육 프로
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교과 역량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

과정중심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학교사
가 평가하고자 하는 교과 역량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 참여
자들은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성취
기준과 평가하려는 교과 역량을 적절하게 찾아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
학교사인 두 명의 연수 참여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기본도형과 작도’ 내용을
바탕으로 과정중심평가에 기반을 둔 수업을 설
계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의도를 Figure 4와 같
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
학 교과 역량의 내용을 충실히 활용하였다.
아무리 복잡한 입체 교차로라 할지라도 단순한
몇 개의 기본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모두
점, 선, 면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서는 도형의 기본이 되는 점, 선, 면의 여러 가지
성질 및 이들의 위치관계와 작도를 옵아트를 활용
하여 체험하고 만들어 봄으로 도형이 예술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창의 융합 능력 함양 - 독창성, 정교성)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하나의 문
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고, 해결 방법
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교화하게
하여 창의 융합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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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복잡한 입체 교차로라 할지라도 단순한
몇 개의 기본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모두
점, 선, 면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서는 도형의 기본이 되는 점, 선, 면의 여러 가지
성질 및 이들의 위치관계와 작도를 옵아트를 활용
하여 체험하고 만들어 봄으로 도형이 예술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창의 융합 능력 함양 - 독창성, 정교성)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하나의 문
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고, 해결 방법
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교화하게
하여 창의 융합 능력을 함양한다.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수학적 표현의 이해, 자신의
생각 표현)
수학 용어, 기호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
확하게 사용하며, 수학적 표현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활동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
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 하게 한다.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 - 가치인식, 자주적 학습
태도)
수학을 생활 주변에서의 활용되는 것을 통하여 수
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게 하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
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끈기 있게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한다.

Figure 4. A case of process-based assessment
design intentions reflecting participants'
interpretation on mathematics subject competence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의 개발 의도를 교실
에서 충실히 구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집필된

․

교육과정을 교수 학습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신념에 따라 재해석하여 이를 교실에서 실행된
형태로 매개하는 수업 전문가이다(Lloyd et al.,
2009). 따라서 교육과정을 깊게 이해한 교사는

․

수업 중에 풍부한 자료를 사용하며 교수 학습
에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반면, 교육과정을 충분
히 이해하지 못한 교사는 당장 주어진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Chop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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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행2)으로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으로 해석한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안내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접근,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해석이 실

학생들이 더 성실하게 자기평가를 쓰던데요.
연구자: 모든 활동에 점수를 줄 필요는 없습니
다. 특히,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는 질적 정보
로만 수집해도 되며, 학생들의 고유한 역량
이나 특징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된 교육과정으로서 구현되는 양태를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이 교사 연수 프로그
램에서 모두 요구된다.

이러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후, 연수 참여자
들은 과정중심평가에 기반을 둔 수학 수업을 설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계하면서 수학 교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

‘내용’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해석 없이 효과적

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으로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방법’의 재구성에

교사인 한 연수 참여자는 Figure 5와 같이 점수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Seo, 2009). 그러나

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평가 양식을 설

본 연수 프로그램에서 수학교사들이 교육과정

계하였는데, 교사가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을 수

내용에 주목하고 이를 수업 설계 및 평가에 반

집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을 개선

영하는 위와 같은 사례들이 적용 과정에서 나타

하는 구체적인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회

의의가 있다.

는 단순히 강의를 통한 이론적 설명으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수 실시에 앞서 실제로
사전에 개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실
습 과정에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본 교사 연수

[자기 평가]
1. 나는 이 활동에서 어떤 수학적 역량을 기를 수
있었나요?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이해와 활용과 관련된 교사의 역량을 이론적으

문제를
해결하
는 힘

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균형 있게 신장시킬 수

논리적
으로
사고하
기

수학적
의사소
통
능력
기르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
기

여러
가지
수학
개념을
연결하
기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유:

나. 수업과 평가의 통합을 위한 과제 개발

2. 나는 이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수업

3. 이번 활동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학생은
누구인가요?

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수 과정에서 지필 형태의 평가가 아닌

4. 이번 활동 중 우리 모둠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다른 평가 방법에 대해 연수 참여자와 연구자

Figure 5. An example of self-evaluation form for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교사 A: 자기평가를 성적에 넣는다고 발표하면

collecting qualitative information
또한, 이 연수 참여자는 학생에 대한 질적 정

2)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행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해석, 재구성하여 실제 수학 수업에서 교육
과정의 목표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 Vol. 28,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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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asks developed to organize lessons considering Figure 5
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평가 계획을 설

의미한다. 그러나 수학교사들은 매일 평가 과제

계한 뒤, 그에 적합한 과제를 Figure 6과 같이

에 점수를 할당하고 있으며, 시험, 퀴즈와 같은

개발하였다. 공학적 도구를 직접 활용하여 도형

점수화된 과제를 평가의 실제이자 전부로서 인

의 무게중심을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나타나

식한다(Senk, Beckmann & Thompson, 1997, p.

는 다양한 수학 교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212). 이는 수학교사의 인식뿐만 아니라 점수화

과제를 구성한 것이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연

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장의 평가

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교사들이 수업 후 부

체계 및 관습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수적인 절차로서 인식되던 전통적 평가 관념에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중

서 벗어나 평가를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등

등학교 교사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중

수업과 평가 사이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등학교 교사들은 고입 및 대입 전형 자료로서의

안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Figure 6

양적 평가에 더 익숙해 있다. 교수·학습으로서의

에서와 같이 과제 설계에 반영되며, 따라서 과제

평가를 위해 과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과제를

는 수업과 평가의 통합을 위한 매개자의 역할을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질적 자료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교사

과정중심평가는 학생의 수학 학습과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학기제나 학교생활기

수업 개선을 돕는 교수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록부와 같은 중등학교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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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조치

생략된 추상적인 실습 활동으로 인해 수업 설계

가 필요하다.

양식을 온전히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수업
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 학습자의 수준과 학교 환경에 적합한 평가
설계

는 능력은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므로(Lee, 2017), 교사 연수 프로그
램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설계-적

동일한 교육과정이 동일한 수학 수업의 구현
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수업은 맥락적, 환

용-개선의 환류가 포함된 중-장기 연수로서 확장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McClain et
al., 2009). 이는 단순히 교사의 지식, 신념과 같

라. 교사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반성 활동

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교급에
따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설계-적용-개선의 환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

교사들의 개발 내용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연수

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학교가

프로그램 내에 있었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을

존재함에 따라 수업의 실제를 예상하고 학습자

대상으로 도미노 게임을 이용하여 수학적 귀납

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는 활동이 강조된다. 본

법을 지도하기 위해 과정중심평가를 설계한 한

연구의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환경

연수 참여자의 실습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을 고려함으로써 현장 적합한 수업 설계가 이루

논의이다. 이때, 이미 전문가와 함께 과정중심평

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

가를 경험하고 실제 사례를 만들어낸 경력교사

분이 연수 프로그램 내에서 대체로 수업 중 활

B가 연수 프로그램 내 교사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용할 활동지까지는 제작을 마쳤으나 평가 요소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중심으

와 채점 기준을 완성하지 못했고, Figure 7과 같

로 한 전문가와 현장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의 가

이 수업 예상과 피드백에 대한 내용 또한 유의

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한 수준으로 작성해내지 못하였다. 연수 참여
자들은 부족한 실습 시간, 그리고 수업 적용이

수업
예상

피
드
백

교사 B:

저는 이 수업이 잘 살려졌으면 좋겠다는

구멍이 뚫린 용기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상상하여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유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마개를 닫기 전에는 높이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시간동안
은 그래프가 상수함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

학생에
대한

문제의 표현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임
->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주며 필요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실험한 내용을 토대
로 구멍이 뚫린 용기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이상적으로 설정했지만, 구멍의 크기,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평가에 반영해
야 하겠다.

Figure 7. An example of process-focused assessment design for function unit in highschool
2018, Vol. 28,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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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해봅니다. 도미노 하나를 집중해서 설계

수업 전문성 신장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드

를 해볼 수도 있지만 도미노와 수학적 귀납법과

러내는 것이다.

의 차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칫 억지로 구분
혹은 차이점을 찾기 위한 소모적인 고민이 나올

특히, 과정중심평가의 설계를 통한 수업 전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노는 수

성 신장의 주체인 공동체는 연수 참여자인 교사

학적 귀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적인 예이기

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공동체는 이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우선 1차시라도 배운

사전에 사례를 개발한 연수자로서 경력교사, 그

상황이라면 정말 잘 이해하여 받아들인 상태인

리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Kang et al.(2016)

지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이런 도미노의 예처

는 교사만으로 구성된 기존의 교사공동체가 지

럼 수학적 귀납법으로 설명해볼 수 있는 예를

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가-

찾아보도록 하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평가로 넣
는다면 발표를 준비한 팀은 수비적인 입장에서

현장교사-예비교사 수업 연구 공동체 모델을 제

본인들이 찾은 예와 그 예를 설명하면서 강조점

시한 바 있다. 본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사례를

을 두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개발한 경력교사가 현장교사의 역할을, 연수에

다른 조들의 입장에서는 공격수의 입장에서 “저

참여한 교사들이 예비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예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의
예시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러한 활동을

수 있다. 전문가-현장교사-예비교사 수업 연구
공동체 모델은 실천과 반성을 가능케 하는 수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설계 및 현장적합성 높은 실행을 특징으로 가진
참여자들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사

다고 알려져 있다. 동일한 구조로서 수업 전문성

례 개발 교사, 혹은 연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신장을 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본 연수 프

다른 교사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습

로그램 역시 이와 같은 주요한 특징들을 공유한

결과를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수업 전문

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성 신장의 기회에 대한 설명은 교사공동체의 측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uFour(2004)에 따르면,
교사공동체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수업 개선

2.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연수 프로그

램의 만족도

과 학생 성취를 위해 집단 탐구와 실행 연구 과
정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

본 연구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 이론과

히, 이러한 교사공동체는 상호의존적 시스템 하

연계된 사례의 활용, 학교급 구분, 연수 참여자

에서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간 협업, 실습에 대한 반성이라는 5가지 개발 원

가지고 모임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면서 공동체를

칙에 의거해 수학 과정중심평가 연수 프로그램

재생산할 수 있을 때 수업 전문성의 실질적인

을 개발하였다. 이 5가지 개발 원칙과 연수 프로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Oh, 2016). 본 연구에

그램이 연수 참여자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를

서 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은 과정중심평가의 기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수에 대

저를 이루고 있는 학생지향적인 교수 학습의

한 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여 총 15개의

목표와 방향 및 신념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협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연수 종

동을 바탕으로 한 산출물 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료 후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이는 연수 프로그램이 바로 교사공동체를 통한

여 이를 알아보았다.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세부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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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Table 2와 같다.

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연수 참여자의 대다수가 본 연수 프로

Table 2. Survey Questions of training Satisfaction
번
호

내용

문항 형식

1

연수의 전체 내용 구성

5점 리커트
척도

2

강의 충실도

5점 리커트
척도

3

강좌별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

5점 리커트
척도

4

연수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5

연수에서 좋았던 점

자유 기술형

6

연수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
야 할 점

자유 기술형

7

수학 과정중심평가실행 여부

선택형
(예/아니요)

8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후속 연
구 여부

자유 기술형

9

수학 과정중심평가 이해에 대
한 연수 효과 유무

5점 리커트
척도

10

연수의 향후 유지 발전 필요성

5점 리커트
척도

11

연수 참가를 위한 행정 절차
(연수 신청, 공문, 안내 등)

5점 리커트
척도

12

연수 시설(강의실,
적합도

부대시설)

5점 리커트
척도

13

연수 지원(식사, 간식, 준비물
등) 적합도

5점 리커트
척도

14

연수 시간(일정) 편성의 적합
도

5점 리커트
척도

15

향후 포함되었으면 하는 프로
그램

자유 기술형

그램의 전체 내용 구성, 연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1번과
4번 문항인 전체 내용 구성과 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92.1%가 만족한다고 응답
하였다.

Table 3. Overall Satisfaction Survey Results
(단위: 명(%))
①
문항
수학 과정중심평가연
수의 전체 내용 구성
은 적절하게 편성되었
습니까?
수학 과정중심평가연
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②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③

④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0
(0.0)

1
(2.6)

2
(5.3)

14
(36.8)

21
(55.3)

0
(0.0)

2
(5.3)

1
(2.6)

9
(23.7)

26
(68.4)

자유 기술형 문항에 대한 교사 응답을 살펴봄
으로써 본 연구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한 다섯 원칙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
였다. 이하에서는 이 원칙들에 관한 의견이 주로
나타난 5번과 6번 문항을 중심으로 교사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언급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과 연계, 연수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업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실제 연수 참여자인 설문 대상 인원은 총 58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수학 과정중심평가에 관

명이었으며 연수 만족도 조사의 모든 항목에 대

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과정중심평가의 의

해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연수 참여자의 수는

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각각 9

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

명, 11명, 18명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유효

는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론과 실제

한 응답 인원으로 보고, 이들의 응답 결과를 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갖추기 위해 실습 시간을

효한 데이터로 간주하였다. 교사들은 연수에 대

다수 확보하였다. 또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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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틀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
의-사례-실습의 순서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

직접 과정중심평가를 설계해 보고 피드백을 받

였다. 연수 참여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균형적으

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 방법 및 요소

로 다루기 위한 강의-사례-실습 순서의 연수 프
로그램의 구성과 사례 활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초등학교 교
사는 과정중심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함과 동
시에 현장에서 적용해 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
었던 것에 다음과 같이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수 참여자들은 단순히 이론과 실습을 포
함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사례-실습의 순서로 일
관성 있게 구성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 과정중심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
좋았음
· 현장에서 적용해 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작성에 대한 틀이 잡혔다.

연수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
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적
절했다고 보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제
를 설계하고 평가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실습을 통
해 개발한 과제와 평가를 실제로 적용해 본 결
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연수 프로
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적용 결과를 논의
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좋았음
· 다른 시도에서 적용해 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해본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정, 보완, 결과 공유 등을 해 보는 과정
까지도 연수에 포함된다면, 더욱 유익한 연수가

본 연구에서는 연수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및 협업을 통해 과정

될 것 같습니다. 실습해 보는 시간이 부족했습
니다(많은 고민과 수정할 시간이 필요).

중심평가에 관한 교사 전문성 신장 기회를 충실
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습 시간 동안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과제와
평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해 조별
로 논의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
수에서 좋았던 점을 기술하도록 한 5번 문항에
대한 교사의 응답들을 살펴본 결과, 연수 참여자

연수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구현하지 못했던 사항임을 고려
할 때, 연수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을 위한 충
분한 시간의 확보와 연수 참여 교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후 논의’를 연수 프로그램에 포
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들은 실제로 자신이 적용할 과제와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언급하였다. 한 중학교 교사

V. 결론 및 논의

는 직접 설계하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
을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본 연구는 과정중심평가의 의미와 모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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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선행연구(Lee et al,, 2016)를 토대로 과정중

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심평가의 실행을 교육과정에 비추어 구체화할

첫째, 설계-적용-개선의 환류를 통한 현장적합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과정 개발자의 개발 의도를 교실에서 충실히 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집필된 교육과정을 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정중심평가의 실행을

수 학습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신념에 따라 재

위한 조건은 교육과정, 과제, 그리고 수업에 대

해석하여 이를 교실에서 실행된 형태로 매개하

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이 추

는 수업 전문가이다(Lloyd et al., 2009). 수업은

구하는 방향과 학습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며,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실천 경험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정중심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대한 다양항 정보를 파악

평가는 결과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와 달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제를 설계해야 한다. 셋

학생의 활동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과정중심평

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에 대한 교사의 개념적 이해가 과정중심평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

의 실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다. 이상의 과정중심평가의 실행을 위한 세 가지

실제 교사들이 연수 과정을 거쳐 개발한 평가

조건을 과정중심평가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였

과제를 교실에 적용하는 과정이 교사연수 프로

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단원의 성취기준과

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과제와

학습목표를 분석하고,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할

교육과정이 주어지더라도 다양한 맥락, 환경적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고, 과제 적용 과정에서

요인들에 의해 실제 수업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

일어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예상

에(McClain et al., 2009),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하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상호

교수 학습으로서 과정중심평가는 그 사례를 연

작용은 피드백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

수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였다.

즉, 연수 참여자가 과정중심평가를 설계하고, 이

․

과정중심평가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

를 학교로 돌아가서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다른

기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원칙

연수 참석자와 공유하면서 개선하는 과정이 연

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이론과 실제의

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

균형을 갖춘다. 둘째, 이론과 연계된 사례를 미

사연수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학 수

리 개발하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제시함

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교사교육 체계

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인다. 셋째, 학

로서 안착하기 위해서 현장적합성과 지속가능성

교급의 특성을 반영한다. 넷째, 실습 과정에서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는

연수 참여 교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 산출물을

점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 유의미하고 일관된다.

개발한다. 다섯째, 실습에 대한 반성을 포함한다.

이 과정이 단기 연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상의 5가지 원칙을 고려해 개발한 교사 연수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반복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적으로 시행되는 중 장기 연수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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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강의 형태의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의 위치와 순서에 주로 맞추어져 있어,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 제작과 같은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

에 과정중심평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하여

교과 역량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제고가 선행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얻어 자신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 역량을 구현하기

의 사례를 개선해나가는 지속적인 체계가 갖추

위하여 성취기준에 대한 분석과 교과서의 내용

어져야 한다.

을 변형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과제를 설계하는

둘째, 학교급별 주요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연

것 자체가 고둥학교 수학 교사들에게는 매우 어

수를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

려운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방법과

교에 비해 지필평가를 통한 서열화의 문제에서

그에 따른 평가 방법과 기록도 쉽지 않다. 그럼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과정중심평가로 명명할

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정중심평가

수 있을 만한 역량 평가가 어느 정도 학교 현장

는 교사에 의해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반영됨

에 안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수 만족도 조

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사를 통해 확인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는 평

데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가 실습 경험보다도 교사의 교과전문성 제고에

셋째, 참여자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한 수요자

맞추어져 있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수학 과정중심평가

교사들은 수학 교과 외에도 다양한 과목을 지도

개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롯되었으나,

해야 하며, 따라서 예비교사교육 과정에서도 수

이미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의 교육적 의의

학 내용 지식이나 교수학적 내용 지식과 같은

와 취지를 공유하는 평가 개념이 과거부터 존재

교과 특수적 지식을 갖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

해왔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이를 실천해온 교

족한 실정이다.

사들 역시 존재한다. 반면, 수업과 평가의 통합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과정

이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설명식 수업과 같

중심평가를 비교적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공

은 전통적 수업 방식을 고수해온 교사들 또한

간이 마련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존재한다. 즉,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준은

재량에 따라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실시될

매우 다양하며, 각 수준별로 교사들의 요구사항

예정이기도 하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수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업 내용에 대한 과제 개발 및 자료는 어느 정도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형

확보되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수업 설계와 평

태와 수준의 학교가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요구

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중학교 교

사항이 다르다. 이미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하는

사들은 연수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교사들에게는 평소에 진행한 수업 내용을 토대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참여자들이 개발한 사례

로 논의와 반성, 개선이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

에 대한 상호 공유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

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났다.

이해가 부족한 교사들에게는 과정중심평가에서

․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수업

추구하는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관

의 급격한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점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관심은 지도 내용

부터 전문가 및 동료교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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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초, 심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가 있다. 기초 연수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

improve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as a

육과정과 교과 역량 등에 대한 내용, 과정중심평

process-oriented evaluation. Gyeonggido Training

가의 개념과 설계를 주로 다루고, 심화 연수에서

Institute of Education, 2017-15.

는 수업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개선을 위한 실

주주자,

습이 주가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과정중심평가

(2017). 과정중심 평가로서의 수행평가 현황

가 교사들의 힘으로 정착될 수 있는 영향력 있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

는 연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구 2017-15.

구정화,

김상도,

이현진,

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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