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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과 역량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교과 역량에 맞
추어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학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연수에 참여한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계획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키워주고자 하
는 역량, 수학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고민, 정책적 요구 사항을 사전, 사후 개방형 설문과 포트폴리오를 작성
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과 반복적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첫째, 수학
교사들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정보 처리 역량을 제외한 교과 역량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역량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수학 수업과 평가의 개선에 대해 연수 전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중심
수업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연수에 참여하면서는 교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의 설계, 피드백, 과정 중심 평가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개선을 위해 교사들
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과정 중심 평가, 많은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 단원에 한정하지 않는 많은 사례
제시와 구체적인 자료의 공유, 강의식 수업과 활동 중심 수업을 절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델 제시, 동료 교사
의 협조를 위한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핵심어: 수학 교과 역량, 과정 중심 평가,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Recently, the mathematics curriculum is focused on competency development. Instructions and assessments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is goal. This research surveyed the questionnaire that was concerned with students’
competency for teachers to enhance and troubles for improving instructions and assessments of mathematics. The
questionnaire had open questions for 40 teachers that took part in the process-focused assessment training for
mathematical competency development. We analyzed the teachers’ responses by use of the network analysis and did
iter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thematics teachers recognized the mathematical
competencies in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as the ability to teach students. Second, on improvements in the
mathematics classes and evaluations, teachers recognized conducting assessments in an activity-driven class before
training. However, after they participated in training, they wanted to improve the instruction design, feedback and
process-focused assessment of classes that their students participate in. Third, for these improvements, the teachers
claimed that the need for objective standards, how to give feedback to students, various cases with specific materials,
instructional and activity-oriented classes and cooperation of peer teachers.
KEY WORDS: mathematical competency, process-focused assessment,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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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사의 개혁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 조사 등도
교사 설문에 의지하여(예를 들어, Chung, Lee,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2015년 ‘제

Yoo, Shin, Park & Han, 2012; Joo, Gu, Kim, Lee

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 Choi, 2017 등),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고민한

과정 시행 등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최근 많은

끝에 얻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지 못했

변화와 개혁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수

체험과 탐구, 과정 중심의 수업 및 평가를 하는

학 과제 개발 및 과정 중심 평가 연수’에 참여한

수학교육을 통해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정

교사 40명이 연수 과정에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

책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구체적으

는 수학 교사들이 있으며, 교사들의 이러한 변화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이 연수에서

의 필요성 인식, 문제의식, 실행의 변화에 개혁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

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

역량의 의미,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과 탐구가

서 수학 교사들이 이러한 교육 방향에 동의하고

가능하게 하는 과제 개발, 수업에서 과제를 구현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문제시 하는지

하는 일,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어

를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것이 연구와 정책에서

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 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에 참여하고 자기 성찰의 포트폴리오를 작성

특히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과 역량

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과 연동되어 진행

신장’을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취하고, 문제 해

되는 것이 특징이므로(Lee, Kang, Gu, Lee, Shin,

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 Lee et al., 2016), 교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및 실천의 6가지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

(Ministry of Education, 2015a). 수학 수업에서 이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연수의 초점이다. 따

러한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

라서 이 연수 과정에서 교사들의 생각과 의견을

생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역량과 국가 교육과정

살펴본다면, 교과 역량과 수업, 평가 세 가지에

의 역량의 개념이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한 수학 교사들의 의미

의 수학 교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수업과 평가는

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 역량

어떠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고민하고 자신의 현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함에 있어, 교사들이 수

재 수업을 돌아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학교육을 통해 키워주고 싶은 역량과 국가 교육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과정의 일치 여부,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해 교사

들은 교사들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어떤 환경적

들의 수업을 돌아보고 어떤 점을 개선하려 하는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지,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에 대한 요구사

ㆍ

국가 교육과정이나 정책은 교사가 어떠해야

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교사들이 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러한 교육정책을 수학 수업에 구현할 때 어떤

첫째, 수학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키워주고자

생각과 의도, 반성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
한 면밀한 고려는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수학
2018, Vol. 28, No. 4

하는 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수학 교사들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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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제시된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해 자신의

향’과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

수학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가?

항’의 교육과정 전 영역에 걸쳐 교과 역량 함양

셋째, 수학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위
해 필요한 제반 여건은 무엇인가?

교육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다(Park et al.,
2015). Park et al.(2015)은 수학 교과 역량을 수학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
수적인 능력 또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각 교과

II. 이론적 배경

역량에 대한 하위요소를 두어 그 의미와 하위요
소를 구현하는 기능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1. 수학 교과 역량

Choe, Kwak, & Noh(2011)는 교사의 가르치는
역량과 의지에 따라 핵심역량의 수업 및 평가

최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

방법이 달라진다며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으로 핵심역량이 부

즉, 교사는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각되고 있다. 역량은 직무와 관련된 수행 상황에

핵심역량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서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

하며, 학생들은 자기 평가나 탐구를 통해 자신의

측면으로 논의되다가,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출발점을 알고 질문을 통하여 변화를 안다고 하

2003)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 개념을 직업

였다(Choe et al., 2011).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사

생활에서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복잡

의 인식과 지도 실태에 따른 불일치, 교과서나

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혹은 활

활동 문제를 푸는 것을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생

동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각하는 잘못된 인식(Choi, 2017)이 나타나고 있

하였고(Yoon, Kim, Lee, & Jeon, 2007; Lee, Min,

다. 따라서 각 교과 역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Jeon, Kim, & Kim, 2008), 이후 학교교육에 초점

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 설계, 수업 방법 등에 대

을 맞추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 교사들의 고민과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대

하다.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학 교육 분야에서는
Kim, Park, & Lee(2015)가 수학과 교육과정에 반

2. 과정 중심 평가

영된 핵심역량의 국제적인 동향을 탐색하여, 수
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핵심역량으로 2009 개

최근 과학 기술 발달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되

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3가지 수학적 과정인 ‘문

는 인재상이 변화하면서 교실 평가는 학습 결과

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에 ‘창의 융합’, ‘정

에 대한 평가에서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보처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학과 교과

위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역량이 내용 성취기준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

learning),

하였다. 결국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learning)로 변화되고 있다(Jeon, 2016; Joo, Ku,

수학 교과 역량을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Kim, Lee, & Choi, 2017). 학습을 위한 평가는 진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으로 구성하

단적, 형성적 평가로서, 학습의 결과 및 학습하

고, ‘성격’, ‘목표’, ‘교수 학습 방향 및 평가 방

는 과정,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평

ㆍ

ㆍ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eme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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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교수 학습의 한 과정 혹은 그 자체로 보

의미와 특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평가

고 상호작용으로 지도, 조언하고 개선함으로써

가 시행되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보다는

학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Kim et al., 2017; Joo

학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et al., 2017). 이러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

보고도 있다(Park, Noh, Kim, & Jeon, 2017; Joo

업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수

et al., 2017). 또한 교수·학습과 분리된 평가, 학

업, 평가를 연계하려는 시도로서 교육과정-수업-

생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부족과 평가 결과

평가의 일체화, 교수-학습과 평가의 연계, 과정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 결과

중심 평가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Park,

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수용도 등도 문제점으로

2017).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제기되었다(Kim et al., 2013).

ㆍ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과정 중심 평가를 현장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

에서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패

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Kim

러다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과정, 수업과

et al., 2017, p. 4). Lee et al.(2016)은 과정 중심

평가를 연계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평가를 기존의 수행평가, 참평가, 대안평가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서 수업과 평가의 통합을 더 강

3. 언어 네트워크 분석

조하여 수업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업
과 연동된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서 나온 언어들

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수학 학습을 돕는 평가’

사이의 연결과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하는 것

라고 하였다(p. 826).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을 가능하도록 한 방법론으로(Diesner & Carley,

에서는 평가 방법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

2005; Park & Jeong, 2013 재인용), 텍스트 네트

야 함을 명시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 활용될 수

워크, 언어 네트워크, 의미망으로 혼용되어 사용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각 평가 방법이 어떠

된다(Park & Jeong, 2013; Kim, Lee, Shin, &

한 교과 역량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Choi, 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네트워

지를 설명하고 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수·학

크 분석의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한다(Doerfel

습과 평가가 상호 통합적으로 진행되므로, 다양

& Connaughton, 2009; Shim, 2011 재인용). 그 장

한 교수 학습 방법이 곧 다양한 평가 유형으로

점은 첫째,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

활용될 수 있다(Kim et al., 2017).

미를 파악함으로써 그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

ㆍ

그러나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은 기존의 수

지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를 파악해

행평가, 형성평가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새

주고, 둘째, 텍스트에서 내포하는 주요 개념과

롭게 등장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과정 중심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공유하지 못하여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이 높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Kang, Kim, Park, Yoo,

은 개념을 찾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 Lee et al., 2013; Lee et al., 2016; Shin, Ahn,

수 있도록 해준다(Park, 2016; Kim, 2016; Park &

& Kim, 2017).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본래의

Jeong, 2013). 셋째, 개념의 빈도수, 그 개념과 다

취지가 왜곡되어,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평가의

른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패턴 및 배열에 대한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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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순환구조, 개념들의 군집

과 2-mode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1-mode

과 군집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하나의 집단 내에 있는

(Paranyushkin, 2010; Park, 2016; Kim, 2016; Park

데이터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

& Jeong, 2013 재인용). 마지막으로 질적 방법과

에서는 수학 교사들의 글에 사용된 단어들의 관

양적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계에 대한 의미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글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분석

문장 단위로 나누고, 동시 출현한 단어들을 연결

할 개념을 추출하여 분석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하여 연결중심성과 연결 빈도수에 가중치를 두

개념을 점(node)으로, 전체 텍스트 내에 일정 범

어 모듈성 분석을 하였고, 개념 관계망을 생성하

위에서 공출현(co-occurrence)하는 단어들의 의미

여 시각화하였다. 연결중심성과 연결 빈도수에

있는 관계를 선(edge)으로 연결함으로써 네트워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연결중심성의 크기에 비

크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Park & Jeong, 2013).

례하여 단어를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가 표현되

여기서 공출현이란 노드 간의 근접성(proximity)

고, 연결 빈도수에 비례하여 연결선의 두께가 표

을 뜻하는 용어로서(Park & Jeong, 2013; Park,

현된다. 연결중심성 지수와 개념들 사이의 관계

2016), 두 개념 간에 강한 연결 관계를 보인다는

를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생성된 개념

것은 두 단어가 일정 범위에서 공출현 횟수가

군 및 개념군이 이루는 전체 네트워크의 의미를

많고 연결 빈도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하였다. 2-mode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두 집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설문 문항에 포함된

단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

연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사용하였다. 이를 통

로 생성한 것을 개념 관계망으로, 다른 개념들보

해 연수 전과 후에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와 공

다 상대적으로 강한 연결 관계를 갖는 단어들이

통으로 사용하는 단어, 연결중심성 지수가 높은

군집(cluster)을 이루는 것을 개념군으로 명명한

핵심단어들을 확인하였다.

다(Park, 2016). 한편, 한 노드가 전체 관계망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를 중심

III. 연구 방법

성(centrality)이라 하는데, 한 개념이 다른 개념들
과 연결된 정도(연결 빈도수)를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인 연결중심성(degree contrality)을 전체 연결

1. 연구 배경 및 연구 대상

수에 대한 각 노드의 연결 정도의 비율로 계산
한다(Park, 2016).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 안에

본 연구는 수학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서 연결성이 높은 다양한 하위 집단에 대한 분

인식의 변화 및 현장 적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

석을 하기 위해 모듈성(modularity) 분석을 실시

식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1월 29

하였고, 이를 통해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 단어

일 31일에 실시된 수학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 중심 평가 연수에 참여한 교사 40명의 설

맥락적 군집(Newman, 2006; Park, 2016 재인용)

문 응답과 포트폴리오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

을 확인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였다.

수는 G지역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5 개정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1-mode 네트워크 분석

∼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학 과정 중심 평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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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 수학 과제 및 과정 중심 평가 설계 등

도록 하였으며, 사후 설문은 강의를 듣고 난 후

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전

자신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요

체 20시간이고, 연수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각이 포함하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중학교 교사 18명(45%),

있는 내용과 분석한 연구 문제는 Table 2와 같다.

고등학교 교사는 22명(55%)이다.
Table 2. Research data
Table 1. Training program in that teachers
participated
구
분

이
론

실
습
및
참
여

강좌

시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2

교과 역량을 반영한 수학 과제 설계

2

수학 과제 설계 예시

1

수학 과정 중심 평가의 개념과 방안

3

수학 과정 중심 평가 사례

2

수학 과제 설계 실습

2

수학 과제 설계 및 수업 방안 토론

1

수학 과정 중심 평가 설계 및 평가 도
구 개발 실습

3

수학 과제 및 과정 중심 평가 사례 발표

2

수학 과정 중심 평가 설계와 실행 방
안 토론

2

합 계

내용

연구
문제

수학 교육을 통하여 키우고자
하는 교과 역량

1

범주

사전
설문

본인의 수업과 평가의 개선점
포트
폴리오
사후
설문

2
수업과 평가의 개선 방안
수업과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및 요구사항

3

3. 분석 방법
교사들의 응답에서 핵심적인 단어들과 그 단
어들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네트워크 분석방법(SeNA)을 NetMiner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수업과 평

20

가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이므로 방향성이 없는 대칭 네트워크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수학 교사들이 작성한 문장 전체를 분석 대상으

2. 자료 수집

로 하였고, 연구문제 1, 2, 3은 1-mode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연구문제 2의 일부는 2-mode 네

본 연구의 자료는 연수 전후의 설문 응답과
강좌마다 교사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다. 사전 설문은 수학 교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
에게 키우고자 하는 역량, 본인의 수업과 평가에
서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
고, 포트폴리오는 매 강의마다 앞으로의 자신의
수업과 평가에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적

2018, Vol. 28, No. 4

트워크 분석 방법을 실행하였다. 이를 단계별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교사들의 응답 전체를 추출하여 정제
하는 과정으로, 전체 텍스트로부터 형태소 분석
을 통하여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포함하여
모든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는 선별
하여 동의어, 지정어, 제외어 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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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개념 추출 및 처리 단계로, 추출된 단
어의 빈도수와 일정 범위에서 동시 출현한 단어
들의 연결 빈도수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한다. 즉, 단어 빈도수, 연결 빈도수, 연결중심성
을 계산하여, 단어들 사이의 강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한다.
3단계는 집단 내 개념 관계망 분석 및 집단
간 비교 분석 단계로, 1-mode 네트워크 방법과
2-mode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념 관계망이나 2-mode 분석을 시각화할 때, 단
어의 연결중심성 지수가 0보다 크고 0.5보다 작
은 경우 원, 0.5이상이고 1미만인 경우 정사각형,

Figure 1. Procedure of network analysis

1이상인 경우 오각형 모양으로 나타냈고, 값에
상관없이 연결중심성 지수가 가장 큰 핵심단어
에 대해서는 십자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단, 연
결중심성 지수가 가장 큰 값의 모양이 유일하게
하나인 경우 십자로 변형하지 않고, 위 규칙에
따른 모양으로 나타내었다.
4단계는 의미 분석을 통한 해석으로, 1-mode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서 형성된 개념 관계망에
서 각 개념군에 포함된 핵심단어와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 연결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상호 순
환적인 관계를 갖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교사들
의 응답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범주화하였다.
2-mode 네트워크 분석은 사전과 사후에 차이가
난 단어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응답을 비교하
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두 가지 분석 모두 교사
들의 설문과 비교 분석하여 표로 제시할 때는
각 개념군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응답 내용을 발
췌하여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절차를 요약하면 Figure

IV. 연구 결과
1.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키워주고자

하는 능력
학생이 수학을 배우면서 갖게 되기를 바라는
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Figure 2와 같이 3개의 개념군이 생성되었다. 개
념군 G3에는 ‘능력’이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개념군 G2에도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의력, 사고력과 관련
되어 있다. 즉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키워주고자
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문제 해결, 추
론, 의사소통이라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의 ‘수학적 과정’에 창의력, 사고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념군 G1에는 G3과
별개로 ‘문제-해결’이 설정되어 있었다.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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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 문제-해결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능력으로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키워주고
자 하는 능력이 문제 해결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수학 자체의 내적 문제 해결과 외적
문제 해결이 수학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키
워주고자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과 관련지어 살
펴보면, Table 4와 같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

ㆍ

통, 창의 융합, 태도 및 실천의 교과 역량을 교

Figure 2. Competency to enhance students

사들이 학생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능력으로 인
단어들의 연결중심성, 빈도수, 연결 빈도수를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처리 역

Table 3과 같이 살펴본 결과, 연결중심성 지수와

량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정보 처리 역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어는 ‘능력’이다. 그리

량을 교사들이 수학 본연의 역량으로 인식하지

고 연결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 간 관계는 논리

못하는 것인지, 수학을 학습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고력이었다.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연결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조

중심성과 빈도수 순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교사들의 인식이 설문 응답 속에 어떻게 구체

보인다.

적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적 비교

2. 수학 수업과 평가의 개선 방향

분석을 통해 Table 4를 정리하였다. 교사들의 구
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본 결과 Figure 2에서
분리되어 나타났던 논리-사고력과 문제해결, 문

연수가 시작되기 전 설문 자료에 따르면, 교사

제-해결1)의 의미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들이 본인의 수학 수업과 평가에서 개선하고 싶

다. 논리-사고력에 대한 교사들의 설명을 보면

은 점은 Figure 3과 같이 3개의 개념군으로 구분

상황 속의 문제를 다루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

되었다. 각 개념군에서의 핵심단어 수업, 평가,

Table 3. Competency that mathematics teachers wish student to enhance
핵심 단어

연결중심성(순위)

빈도수(순위)

단어 간 관계

연결 빈도수(순위)

능력

4.000000(1)

33(1)

논리-사고력

12(1)

사고력

3.100000(2)

21(2)

문제해결

2.300000(3)

15(5)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9(2)

추론

2.200000(4)

9(6)

의사소통-능력

7(3)

논리

2.100000(5)

19(3)

의사소통

1.600000(6)

8(7)

사고력-능력

6(4)

1) Figure 2에서 문제-해결로 이루어진 개념군을 뜻한다. (이하 표현 동일)
2018, Vol. 2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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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 analysis of the meanings of competency that mathematics teachers wish students to enhance
신장시키고
싶은 역량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역량

교사들의 응답 내용

논리- 사고력

문제해결

평소 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을 수학적으로 사고, 사회 문제를 수학적
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 궁극적으로
는 범교과적인 사고력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전략의 능력, 실생활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추론

추론

추론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표현과 발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능력, 배운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창의력

창의

창의력,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창의 융합 -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문제해결(살면서, 문제 상황,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
는 문제에 대한 해결, 사회생활 중 닥치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
결해 나가는 능력 함양

태도 및 실천
- 가치인식, 자주적인 학습태도, 시민
의식

수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가치, 즐거움의 가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수학적인 호기심,
간단한 계산도 어떠한 원리, 이유에서 이런 과정(풀이)이 되는지 질
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성취감, 집중력, 끈기, 도
전정신, 자신감, 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 협업능력, 남과 더불어 함
께 살아가고 성장하기, 배려심(함께 알아가기 위해 서로 돕는 것, 서
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알기 원함),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에
근거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

·

·

창의 융합 -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일상생활을 바라볼 때 수학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역량, 주변 현상
을 보았을 때나 생활하면서 수학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능력, 다
양한 분야(과학, 미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학생은 상호 순환적인 의미를 가지며, 과정 중심

Table 5를 보면 ‘평가’의 연결중심성 지수가

평가의 개념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참

가장 높고 빈도수도 가장 많았다. 단어 간 관계

여하는 수업에서 수업은 활동이 되고 이때 평가

에서는 ‘수업-평가’, ‘과정-평가’가 강한 연결 관

는 수행과 과정에 대한 것이므로 수업, 평가, 학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생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다.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은 ‘평가’를 우선적으로 바
꾸어야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개념군을 설문 응답과 비교하여 Table 6과
같이 교사들의 인식을 정리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응답에서 본인의 수학 수업과 평가에서 개선하
고 싶은 점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는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모둠 활동이나 탐구
활동과 같은 학생 활동 중심 수업과 학생들의
관심사와 같은 수업 소재에 대한 개선이다. 둘째
는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어떻게 하면

Figure 3. The direction of improving mathematics
instruction and assessment (pre-training)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고 소외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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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을지, 그리고 학생들의 재미와 관심, 흥미,

요인이 등장하였다. 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정의적 측면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개선점

할지가 나타났다. 특히 수포자나 수학을 싫어하

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사실 나의 수업을

는 학생,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수업 참여를 개

반영한 평가가 어려워 수업과 평가의 괴리를 느

선사항으로 많이 언급하였다. 셋째는 평가에 대

끼고 있고 이 차이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

한 것으로서, 활동 과정, 수업 중 다양한 평가

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말한 교사처럼 수업과 평

방법 및 기록 방법, 점수화, 명확한 평가 기준,

가의 연계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업과 평가의 간극을 줄이고 현실 적용 가능한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평가 등 평가 방법과 방향에 대한 개

연수가 수행되면서 작성한 포트폴리오에서 교

선이 있었다. 넷째는 동학년 교사의 공감과 협

사들은 본인의 수업에서 변화를 고민해야 할 것

조, 진도 확보와 같은 외부 환경 관련 요인에 대

에 대하여 Figure 4와 같이 4개의 개념군을 보여

한 것이고, 다섯째는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역

주었다.

량 및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의 교사 역량 관련
Table 5. Improvement of mathematics instruction and assessment (pre-training)
핵심 단어
평가
수업
중심
학생
과정
활동

연결중심성(순위)
3.875000(1)
2.500000(2)
2.250000(3)
1.750000(4)
1.375000(5)
1.010000(6)

빈도수(순위)
36(1)
24(2)
10(4)
24(2)
10(4)
8(6)

단어 간 관계
수업-평가
과정-평가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학생
수업-활동, 수업-중심
참여-학생, 활동-중심

연결 빈도수(순위)
9(1)
7(2)
5(3)
4(4)

Table 6. Clusters for Improvement of mathematics instruction and assessment (pre-training)
개념군(cluster)
수업, 활동,
중심

학생, 참여

평가, 과정,
수행, 방법

하위 범주
수업 활동 관련
요인
수업 소재 관련
요인
학생 참여 관련
요인
정의적 측면 관
련 요인

과정 평가 방
법, 방향 관련
요인

기타 범주
외부 환경 관련 요인
교사의 역량 관련 요인
2018, Vol. 28, No. 4

하위 요소
활동중심 수업, 교구 활용, 탐구활동, 모둠활동, 다양한 사고가 필요한 활
동,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수업, 의미 있는 배움, 질문이 있는 수업, 수학
학습에 도움
실생활 과제, 교과 내용 관련, 입시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 학생들의 관심
사, 신문, 뉴스 등
의사소통, 활발한 참여, 참여 중심, 부담을 갖지 않는 참여, 모든 학생의
참여, 수포자 구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 하위권 학생의 참여
관심과 흥미, 소통, 공감대 형성, 동기부여, 즐거워하는 수업, 재미, 즐길
수 있는 평가
피드백 방법, 과정기록 방법, 수행평가의 다양한 방법 개선, 질적, 양적
평가 도구, 평가의 점수화, 활동 위주의 평가, 학생 이해 평가, 명확한 평
가기준, 수업 중 수행평가, 지식 이외의 다른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설립, 합리성, 변별력, 학생의 참여도, 즐길 수 있는 평가, 부담 주지 않는
평가, 지속가능성, 현실적용 가능한 과정중심평가, 수업과 평가의 연계,
본래 수행평가의 취지, 수업과 평가의 간극 줄이기, 수업과 평가의 괴리
하위 요소
동 학년 선생님의 공감대와 협조 필요, 진도 확보
교사의 과정중심평가 역량 강화, 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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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결 빈도수 2위)을 보였다. 즉, 연수 후 교사
들은 앞으로의 자신의 수업과 평가에서 ‘교과-역
량’, ‘평가-피드백’, ‘학생-피드백’, ‘수업-설계’와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각 개념군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설문 응답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과
교사들의 인식, 반성, 대안, 다짐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8에서 교사들이 앞으로의
자신의 수업과 평가의 개선점과 연수 전에 교사
들이 작성한 수학 수업과 평가의 개선점(Table
6)을 비교하면, 첫째, 학생 참여 관련 요인으로
학생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에 맞는
학생 참여, 수업 전 학생의 반응 예측하기에 대
한 언급이 등장했다. 둘째, G1의 개념군이 추가
Figure 4. Efforts to improve instruction and
assessment (during-training)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업과 평가의 방향이
역량 중심으로 선회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수
업의 활동과 소재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과제

연수 전의 수학 수업과 평가의 개선점에 대한

개발, 피드백, 수업 설계로 더 면밀하고 구체적

Figure 3과 비교하면 핵심단어들과 연결된 단어

인 대안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평가 결과를 교

의 수가 늘어났고, ‘피드백’, ‘수업 설계’, ‘수업

수 학습에 의미 있게 반영하는 방법, 학생 개개

과제’, ‘교과 역량’과 같은 핵심단어가 새롭게 등

인에 대한 피드백 및 학생의 성장, 발전에 대한

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연수를 통해 개선해야 할

고민, 수업 개선에 대한 고민과 교과역량과 목표

내용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

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교과역량을 신장시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또한,

․

Table 7을 보면, ‘평가’가 연결중심성 지수가

피드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관찰평가, 자기 평

가장 높고, ‘역량’은 다른 단어들에 비해 등장

가, 동료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도구에 대한 고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등장 횟수가 4위), 여러

민과 이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고민이 있었

다른 단어들과 함께 자주 언급되어(연결중심성

다. 연수 전에 교사들이 언급한 수업과 평가에

지수가 2위) 사용되었고, 특히 ‘교과-역량’이 함

대한 고민과 개선할 점을 비교하면 역량 중심으

께 자주 사용되어 연결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

로 교육 방향을 선정하고 학생 참여 방안을 구

났다. ‘피드백’은 여러 다른 단어들과 함께 많이

체화하며,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연결중심성 지수가 7위),

모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학생’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언급되어

이를 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수 전후 교사

(연결 빈도수 2위) 강한 연결 관계를 보였다. ‘설

들의 수학 수업과 평가의 개선점에 대해 2-mode

계’라는 단어도 ‘수업’과 함께 사용되어 강한 연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3과 Figure 4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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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각 핵심단어에 연결된 단어의 수가 늘어난

용한 단어들을 시각화하여 비교하면 Figure 5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2-mode 네트워크

같다. 수학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 연수 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연수 전과 연수

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수 후 새롭

후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들과 상이하게 사

게 등장한 단어들을 보면 ‘변형, 지필평가, 동료

Table 7. Efforts to improve instruction and assessment (during-training)
핵심 단어

연결중심성(순위)

등장 횟수(순위)

단어 간 관계

연결 빈도수(순위)

평가
역량
학생
수업
교과
피드백

1.296296(1)
1.074074(2)
0.925926(3)
0.703704(4)
0.666667(5)
0.518519(7)

42(1)
21(4)
32(2)
27(3)
13(8)
20(5)

교과-역량
평가-피드백, 설계-수업

11(1)
6(2)

과정-평가, 피드백-학생
수학-역량, 방법-평가
어떻게-평가

5(4)

Table 8. Cluster of efforts to improve instruction and assessment (during-training)
개념군(cluster)

하위 범주

하위 요소

학생, 참여, 사고,
교사, 반응, 어떻게

학생 참여 관련 요인

목표에 맞는 학생 참여, 학생의 반응 예측하기, 학생들의 참여
를 이끌어 내는 것, 멘토와 멘티 구성, 조별활동의 활성화

역량,
교과,
학습

수학,
신장,

찾다,
능력,

역량 신장 관련
요인
과제 개발 관련 요인

수업, 활동, 설계,
피드백, 과제, 좋다,
방법, 연계

수업 활동 중 피드백
관련 요인

수업 설계 관련 요인

평가 결과 활용 관련
요인
평가 기준 관련 요인
평가, 교육,
중심, 결과,
동료평가

과정,
활용,

평가 계획 관련 요인

평가 도구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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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융합 역량을 연계, 수학 내적 연결성을 표현, 학생들의 수
학교과 역량 신장 방안, 미래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키
워줘야 할 역량 신장,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실제적 과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과제, 과제 계발 계획, 좋은
문제 제작 방법, 확장성 있는 과제, 좋은 과제의 가치 판단, 교
과 역량을 적절하게 담아내는 것
학생들에게 반응, 즉각적인 피드백, 피드백의 목적, 정보 모으
기, 학생을 위한 피드백, 나를 위한 피드백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방안,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수업 속에서의 활동이 교과 역량, 교육과정에서 필요성과 부합,
목표에 맞는 학생 참여, 수학 교과 역량과 학생들 수준을 고려
한 수업 설계,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활동을 통해 배
울 수 있는 수업지도 방안 계획,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업 설계,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전 활동 계획, 과
제와 평가 연계
평가 결과를 교수학습에 의미 있게 반영하는 방법, 과정 중심
평가 후 결과의 피드백 방향, 성장, 발전에 대한 고민,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학생 개개인에 대
한 피드백에 대한 활용, 수업 개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기준 마련, 평가 목적과 분석적 채점
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이들에게 흥미 있고 능동적으로 임하게 할 평가방법, 결과보
다는 과정 속에서, 교과 역량을 키우는 적절한 평가 방법, 학생
의 다양한 역량을 보기 위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함께
자기평가, 동료평가의 객관성 확보, 교과 역량 향상을 위한 효
율적인 평가도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 구술평가 자료
의 수집과 정리, 관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활용, 교과 진도
와 함께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평가방법의 다양화, 피
드백을 고려한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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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간, 가치, 판단, 객관성, 교과서, 교육과
정, 즉각’ 등이 있으며, 설문응답과 비교하면 ‘동
료평가, 지필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도구에 대한
방법, 객관성, 좋은 과제에 대한 가치 판단, 피드
백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한 방안, 교과서 변형,
교육과정, 즉각적인 피드백’ 등이 등장했다.
Table 9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단어 중에서
는 ‘평가’가 연결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고, 연결
빈도수는 ‘과정-평가’가 가장 높아 과정 중심 평
가를 수업과 평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

Figure 5. Improvement of instruction and

은 ‘교과-역량’, ‘참여-학생’, ‘과정-중심’, ‘수업-

assessment_comparison before and during training

활동’, ‘수업-설계’ 등과 같이 과정 중심 평가의
실천을 위한 단어들을 함께 언급하였다. 연수 후

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과정 중심 평가를 현장에

에 수업과 평가에 대한 단어들이 더 많아진 이

적용함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과

유는 교과 역량, 피드백, 학생을 고려한 수업 설

그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계 및 평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결과, Figure 6과 같이 총 7개의 개념군이 생성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내용, 다양한 평가 방법

되었다. Table 10을 보면 ‘평가’가 연결중심성 지

에 대한 고민, 현장 적용에 대한 어려움, 반성,

수가 가장 높고 ‘학생’, ‘과정’과 함께 언급되어

다짐,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연수를 들으면

학생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개선의 요

서 교사 성찰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수업’, ‘과
제’는 다른 단어와 함께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3.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

등장 빈도가 높다(등장 횟수 3, 4위). 단어 간 관
계에서는 ‘수업-시수’, ‘교사-동료’, ‘객관-평가’,

수학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수학과 평가 연

‘단원-적용’, ‘피드백-학생’, ‘과제-좋다’ 등을 언
급하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현실적인 과정 중심

Table 9. Improvement of instruction and assessment_comparison before and after training
핵심 단어

연결중심성(순위)

등장 횟수(순위)

단어 간 관계

연결 빈도수(순위)

평가

0.808989(1)

69(1)

과정-평가

12(1)

학생

0.606742(2)

56(2)

교과-역량

10(2)

수업

0.584270(3)

51(3)

중심

0.303371(4)

16(9)

참여-학생, 과정-중심
수업-활동, 설계-수업

8(3)

역량

0.303371(4)

20(5)

과정

0.258427(6)

19(6)

수업-평가, 방법-평가
중심-평가

7(7)

피드백

0.134831(12)

21(4)

평가-학생, 설계-수업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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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

있는 질적 평가 방법 및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

에서 언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필요하다. 즉, 과정 중심 평가에서 질적 평가,
역량 평가에 대한 일반화된 채점 기준이 요구되
며, 이를 교사들이 과제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둘째, 개념군 G6은 ‘학생-많다, 피드백’이다.
교사들은 많은 학생 수와 시간 부족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Joo et al.(2017)은 수행
평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업 과정에서의 피드
백이 주로 정답 확인이나 감점요인 설명 등 소
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수
업 중 학생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즉각적인 피

Figure 6. Teachers’ needs to improve instruction
and assessment

드백, 평가 결과의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과 사례 제시가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과정 중심

Figure 6의 7개 개념군을 교사들의 설문 응답
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기술한 요구사항
이 개념군과 일치하였고, 개념군 내에서 같은 맥
락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별도의 반
복 비교 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요구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의 실천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피드
백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피드백 사례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

셋째, 개념군 G4는 ‘수업 시수’인데, 이는 G5

–

‘단원 적용’, G1 ‘과제-좋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교사들은 수업 시수 부족으로 과정 중심

–

첫째, 개념군 G7은 ‘평가 과정, 중심, 기준,
객관’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
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형평성 확
보 및 질적 평가의 채점 기준 수립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평가를 모든 단원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우
려와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미 개발된 교수학
습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기 좋은
단원에서 선별되어 있다. 실제로 모든 단원을 지
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한정된 단원이 아니

Table 10. Teachers’ needs to improve instruction and assessment
핵심 단어

연결중심성(순위)

빈도수(순위)

단어 간 관계

연결 빈도수(순위)

평가
학생
과정
중심
시수
수업
과제
교사

1.352941(1)
0.823529(2)
0.529412(3)
0.352941(4)
0.235294(5)
0.235294(5)
0.176471(7)
0.176471(7)

39(1)
21(2)
9(6)
5(12)
3(15)
16(3)
15(4)
11(5)

평가-학생
과정-평가
수업-시수

8(1)
6(2)
4(3)

교사-동료, 객관-평가, 많다
-학생, 단원-적용, 피드백학생, 중심-평가, 과정-중
심, 과제-좋다, 문제-풀이,
평가-기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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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제, 생산적인 갈등

사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작성한 설문 응답

과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는 과제에 대한 더 많

과 포트폴리오를 분석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은 사례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분석을 하였고, 모듈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

있는 수업 과제 설계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군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설문 응답과 반복적 비

–

넷째, 개념군 G3은 ‘문제 풀이’인데, 대학수
학능력시험을 준비시켜야 하는 고등학교 교사나

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필평가 위주의 총합평가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첫째, 교사들이 수학을 통하여 키우고 싶은 역

문제-풀이보다 개념 탐구 중심의 과제가 우선되

량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추론, 의

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한

사소통, 창의력 등이었고, 궁극적으로 수학 내적,

교사는 좋은 과제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했을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 싶은 것으로

때 수업 참여도는 좋은 편이었으나 학생들이 같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식한 역량은 대부분 2015

은 개념을 가진 교과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어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역량이었

려워하거나 학원에서 배웠던 공식을 대입하여

으나 정보 처리 역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

둘째,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해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교사들은 연수

다섯째, 개념군 G2는 ‘교사 동료’이다. 교사

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과

들은 과정 중심 평가를 현장에 적용할 때 동료

평가로 인식했고, 연수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교과

교사의 협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

역량 신장을 방향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장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시도하고 관찰, 기록

과제 설계, 과정 중심 평가, 피드백 등을 논의하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평가들은 교

였다. 연수의 목적에 따라 교사들의 변화가 이루

사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우며, 수업과 평가의 변

어지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결과

인식이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 변

중심 평가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생각의 전환이

화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

필요하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취지와

적이고 자세한 안내 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불어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인지하고 과정 중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민

심 평가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

하고 여러 범주의 인식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

유가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던 것은 매시간 강의 후 앞으로의 본인의 수업

이와 관련하여 교사별 평가를 객관성, 신뢰성 확

과 평가의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을 적어

보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봄으로써 평소 자신의 수업과 평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V. 결론 및 제언

다. 이로써 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
해뿐 아니라 학생, 수업, 평가에 대한 관점을 변
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업 실행에

본 연구는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
가개선에 대한 수학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

대한 다짐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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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학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필요가 있다.

요구사항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셋째,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요구 사항에

질적 평가의 일반적인 채점 기준 제시, 수업 중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

학생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즉각적인 피드백, 평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갖

가 결과의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

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나 모둠에 참여하지

단원에 한정하지 않는 많은 사례 제시와 좋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안, 평가, 기록에 대

과제 설계 방법, 문제 풀이나 개념지도를 위한

한 교사들의 고민과 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의식 수업과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절충할

있었다. 2015 초 중등학교 총론의 평가에서는

수 있는 모델, 동료 교사 협조를 위한 인식의 전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

환 등이었다.

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

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어 있고(Ministry of Education, 2015b), 교육을 통

수업과 평가를 위한 교사 교육과 연구에 대한

하여 학생들이 변화할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면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Joo et al., 2017),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도 개인

첫째, 교사들이 수학 교과를 통해 키우고 싶은

별 성취기준에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역량 중 정보처리 역량이 없었던 것이나 Table 6

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을 안내할 수 있는 연구

에서 교사들의 공학적 도구 활용 능력 부족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언급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정보 처리 역량과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과정 중심 평가를 현장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의 능력이 부족함을

에서 적용한 실행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암시한다. 이를 함양하기 위한 필요성 인식이 교

즉, 교사들이 역량 신장을 위한 교과서 변형이나

사들에게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과제 개발, 과정 중심 평가 실행에 따른 평가 기

정보 처리 역량에 관련한 별도의 연수가 필요할

준 및 학생들의 평가 결과와 피드백 관련 연구,

수 있다. 앞으로 공학 도구 활용과 과정 중심 평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

가를 연계한 연수가 추가로 제공되어 정보처리

움이나 제약, 학생들의 특성이나 수준에 따른 반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응에 대한 연구, 학생 특성에 따른 참여 양상이

둘째, 연수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이 새롭게 고

나 학습 개선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실행 연구

려한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들

등은 과정 중심 평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은 자신의 수업에서 교과 역량이나 피드백에 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을 성찰했고, 과정 중심

변화는 교사에게서 시작되고, 교사들이 수학, 교

평가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게 실천되

수·학습,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수적임을 알았다. 하지

인식은 수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choenfeld,

만 수업과 연계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

2010/2014). 이것은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

슨 내용이 좋을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

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위한 노

다. 국내 평가 연구에서도 피드백과 관련한 자료

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연수 후에

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과정 중심 평가의 정착을

도 ‘결과 평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어

위해 피드백과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떤 교사의 말과 같이, 기존의 교사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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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식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연

survey of teachers' perspectives on process-focused

수 후 과정 중심 평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고

assessment in school mathematics. The Journal

민들이 많아졌으며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2(3),

의 변화, 수업과 평가 목적에 대한 고민, 자신의

401-427.

수업에 대한 반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나름

정상권, 이경화, 유연주, 신보미, 박미미, 한

대로 실천 계획을 하는 모습에서 역량 신장을

수연(2012). 수학적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위한 과정 중심 평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

교사들의 인식 조사. 수학교육학연구, 22(3),

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실행 연구를 지원하는

401-427.

것이 필요하다.

Jeon, K. H. (2016). Direction and tasks of
process-focused performance assessment.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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