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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평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이후는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테스트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체 요구와 함께 컴퓨터 기반 평가가 본

격적으로 도입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컴퓨터 기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지필평가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즉 기존

지필평가 내용과 컴퓨터 활용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컴퓨터를 통해 문제해결에서 통합적인 접근과 표

현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용한 역동적인 측면의 탐구가 가능하

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성취도평가 등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의 도입에 즈음하여, 국내에서

도 컴퓨터 기반 평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

계로 일반적인 문제 해결 영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시범적인 평가 문항 개

발과 시행에 중요한 관심이 있다. 따라서 수학교과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컴퓨터 기반 평가가 지필평가의 대용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점과 수학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

가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내용 지식의

전달이나 단편적인 문항 개발과 적용이 아닌 수학적 과정에 초점을 둔 컴

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에 목표가 있다. 또한 개발된 평

가 문항 설계 원리를 통해 교사들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의 평가 동향과 수학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의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인지 기술로 규명하고, 지필평

가에서 평가에 제한이 있었던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표현, 연결성의 다

섯 가지 수학적 과정들의 내용이 컴퓨터 기반에서 새롭게 평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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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하여, 전문가 타당화 검토 및 사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다섯 가지 수학적 과정 영역에서 총 아홉 가지의 컴퓨터 기반

수학 문항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수학적 과정

학 번: 2004-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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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수학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중요한 실제적인 이슈에서 발전해왔다. 즉

내용과 함께 기술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21세기 인류는 물리

적 공간과 가상공간이 통합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다양하게

발전된 테크놀로지의 힘과 기능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수학적 아이디를

탐구하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가

령 컴퓨터 개인교사, 온라인상의 가상 조작도구, 전자책을 위한 스마트 보

드, 시뮬레이션 애플릿, 컴퓨터 기반 평가들은 몇 십 년 전의 칠판과 분필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하

는 것이 무엇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웠는가가 중요한 면으로 등장하였

고, 정보 통신, 테크놀로지가 수업에 적용됨으로서 수학을 학습하는 경험에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NCTM1)(2000)도 이러한 공학기술의 책임 있

는 사용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수학교육에서도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평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20년간의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해의 다차원적 평가,

문제해결 과정의 평가, 개념적 이해의 평가, 대안적 평가, 교수학습을 돕는

평가, 그리고 평가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Brown,

2005; Brown & Hirschfeld, 2008; Carless, 2007; Docktor & Heller, 2009;

Freudenthal, 1983; Kilpatrick, Swaford, Findell, 2001; Niemi, 1996;

NCTM, 1989, 1995, 2000; Shepard, 2000; Wiliam, et al., 2004; Van den

Heuvel-Panhuizen, 2007).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수학 과제는 수학교육에서

1) 전미수학교사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eacher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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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핵심이라 할 때, 과제와 관련한 평가에서 중요한 두 측면이 내용과

형식이다. 평가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과제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평

가의 내용은 수학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수학적 지식

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형식은 학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과제의 유형에 영향을 주고 그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반응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필 평가가 학생들의 인지적 과정을

나타내기 보다는 지식의 상기와 이해 결과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는 학생들의 인지적 과정에 더 초점

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과거에도 많은 방법으로 평가에게 영향을 끼쳐 왔

다. 객관식을 빠르게 채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 답을 스캔하여 처리하는

기술이 그것이다(Clarke et al., 2000).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1960-70년대

학교 평가에 빠르게 전파되어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과 배우는 것의 발전을 이끌지는 못했다(Epstein, Epstein, & Brosvic,

2001). 이후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1990년대를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선택형 평가의 성장이 계속되고, 통합 교육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학습 도구의 정교한 개발이 진지하게 진행되었기

에 1990년대 이후는 인터넷으로 인해 온라인 테스트가 가능해지기 시작했

고,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체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컴퓨터 기반 평

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컴퓨터 기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지필평가를 더 효과적으로 평

가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즉 기존 지필평가 내용과 컴퓨터 활용 평가

한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Horkay, Bennett, Allen,

Kaplan, & Yan, 2006; Johnson & Green, 2007; Wang, et al., 2007; 2008).

이후 컴퓨터 기반 평가는 지필평가의 대용이 아닌 기존 영역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더 포함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즉 좀 더 복잡하고 다양

한 범위에서의 평가 가능해졌다.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의 실행을 거듭하

며,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과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을 평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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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Bennett 등(2007)은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문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Wirth & Klieme(2003)은 컴퓨

터 기반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에서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해

석적인 측면과 문제 해결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용한 역동적인 측면의

탐구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yllonen(2009)는 컴퓨터 기반 평

가를 통해서 팀워크, 창의성, 의사소통 등의 평가도 가능함을 보였다. 지필

평가 문항에서 평가되었던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필평가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정의적, 인성적 영역, 수학적 과정 지식 및 능력 평가가 가능해짐

을 보여준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발달로 지금에는 학생들이 과제

를 수행하는 과정과 시간의 기록을 통한 분석이 가능해 졌고, 평가 영역의

확장과 새로운 평가 유형을 넘어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행 과

정을 모니터하고 이를 학습에 피드백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

다. 즉 학생들의 도달해야할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다시 반영하는 평가의 본

질적 기능과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이다. 따

라서 컴퓨터 환경에서 평가는 교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

에서도 평가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수학 교수 학습의 개선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수학 평가의 동향이 문제해결과 과정을 중시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현대 사회를 살

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일

상생활, 직업 상황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상황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학, 수

학적 추론, 수학적 도구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UNESCO, 2012). 또한 수학은 학생들이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의 문제와 과업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역량이 있는 시민

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구성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실세

계에 필요한 능력을 강조하여 특정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전이 가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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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을 강조하고 이런 능력을 평가하려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수학

적 과정과 평가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있다.

NCTM(1989)에서는 수학적 소양을 학교수학 목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수학적 과정이 강조하였다. 수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틀에서 ‘문

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표현’, ‘ 연결성’의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시기의 Niss 등(1999)이 언급한 ‘수학적 역량’, PISA2)(OECD, 1999)

의 ‘수학적 소양’, NRC3)(2001)의 ‘수학적 능력’에서부터 최근 CCSSM4)

(2010)의 ‘수학 실천’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용어와 그 개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과 평가에서 수학 내용 외에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국내에서도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함께 수학적 과정을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일예로 최근 2011년 ‘과정중심의 수학교과

평가 방안 연구(정상권 외, 2012)’와 2012년 ‘교구 및 공학 도구를 활용한

평가 기반 조성(고상숙 외, 2013)’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수학교과의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수학적 과정 영역을 구체화하고, 예시 문항 개발과 적용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수학적 과정 영역의 평가의 방향과 구체적 사

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문항 개발과 그 예를 보여줌에

초점이 있고 현장에서 교사가 문항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근거에 관한 연구가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학적 도구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행, 관찰평가의 방법으로 제한적

으로 적용하였다. 수학적 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을 결과로서만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실제로 학습에서 그 과정

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며 테크놀로지는 많은 부분 사고과정을 드러내

고 발전시키는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Pea, 1985, 1987;

2) 국제경제협력기구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3) 미국국립연구회의, National Research Council

4) 미국수학핵심교육과정,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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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zler, 2003, 2008). 즉 자동화를 통한 편이성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서

보다 고차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지필환경에서 생각하지 못하였

던 방식으로 탐구하고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평가 환경에서도 지필평가에서 평가하지 못한 수학적 과정들이 컴퓨터 기

반에서 새롭게 평가 될 수 있고, 학습자들이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

을 컴퓨터 환경에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 대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수학에서의 과정중심

의 평가의 방향과 그에 따른 공학도구를 활용한 한 예를 보여 준 연구에

뒤를 이어서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평가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

한 모색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과정의 평가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평가에서의 과정을 강조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대표적 예로 국제

비교연구인 PISA의 평가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순수 수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제 맥락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능력을 학교

수학 수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개발할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

수학 소양'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OECD,

2010). 수학 소양은 RME5)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긴 하지만, 수학 소양이

포함하는 수학적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표현’, ‘추론 및 논증’ 등은

NCTM(1989)의 수학적 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

‘표현’ 과 다르지 않다. 또한 PISA의 평가의 기본 틀로서의 맥락은 수학

‘외적 연결’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수학적 도구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테크

놀로지를 포함한 도구의 활용을 강조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때의 도구는

디지털 장비, 소프트웨어, 계산도구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기반 수학 도구

는 21세기 작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및 논리적 추론과 관련된 문제에는 컴퓨터 기반 평가와 같은 새로운 검사

방법의 도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5) 현실주의수학교육,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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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의 PISA 수학평가에서는 계산기의 사용 여부가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지만, PISA 2012 지필검사에서는

계산기의 사용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특

히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통계 소프트웨어, 기하작도, 시각화도구, 가상

측정 도구 등이 구현되어 전통적인 지필검사에서 평가하기 어려웠던 수학

소양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OECD, 2010). PISA는 2012년의 일부 컴퓨

터 기반 평가에 이어 2015년에는 전면적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를 계획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국가성취도평가, 영국의 World Class Test, 미국의 공

통교육과정 적용을 앞둔 평가 문항들이 과정을 강조하고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이다(Bennett et al., 2008; Bridgeman, 2009;

Binkley et al., 2009; Martin, 2008; Pead, 2002; Russell et al., 201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가 수

행되었다(노국향, 2011).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및 수학과 과

학 등의 평가도 컴퓨터 기반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국내에

서도 많지는 않지만 국제성취비교연구 등을 분석하면서 컴퓨터 기반 평가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필역하였고, ICT 소양에 관한 연구, 핵심역

량이나 전이가 가능한 일반적인 능력 중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김명화 외, 2011; 김수진 외, 2011; 김현철 외,

2011; 조지민 외, 2011).

이들의 기존 컴퓨터 기반 평가 연구와 실행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제까지의 컴퓨터 기반 평가 연구는 실제 평가 문항개발과 그 실

행에 관한 연구로 주로 문제해결이나 단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

개발이라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즉 맥락적이고 개별적인 평가 도구 개발 이전에 컴퓨터 기반 환경을 고려

한 평가 문항 개발의 원리나 문항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학교과에 초점을 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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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선행 연구에서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은 외적 맥락의 고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문항의 예에서 과학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문항들은 개발되고 있으나 정작 수학적 내용이 많이 포함

된 문항은 단순히 제시되거나 개발이 미흡하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학교 현장의 적용을 고려할 때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맥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의 각 내용 영역과 다양한 수학적 과정을 평가하고 장려할 평

가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평가에서의 기술의 활용과 다양성의 문제이다. 각 영역별 다양한

도구의 학습에서의 활용성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미국의 국가학업성취평가

NAEP6), 공통핵심교육과정 CCSSM의 평가 등의 예를 보면 선택형과 단답

형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도구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는 계산기 정도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답을 어떻게 수집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인가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교육적인 논의가 필요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가

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문항 개발과 수정의 개방성 면에서 일반 교사들과 학생들의 참

여가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결과

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현장

의 교사와 학생이다. 지금의 컴퓨터 기반 문항 개발은 비용과 인프라 면에

서 특정 연구 및 교육기관, 전문 기술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문항의 개발 단계에는 현장 교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문항을 개발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교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내의 경우는 빠른 기술력의 축적과 발달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 ‘평

가’ 부분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대한 이론과 특히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6)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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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서의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적 과정의 영역의

학습과 평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설계 원

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인지기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문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문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교육 평가, 특히 과정 중심의 수학 평가의 차원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는데 초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컴

퓨터 기반 평가 연구가 단편적 문항개발과 그 실행 사례에 초점이 있고,

그 영역이 문제 해결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문항 개발에 있

어 지필평가의 문항 설계와 차별화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항 설계

원리와 그 전략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수학적 과정 영역 전반에 대해 고

려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와 함께 현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

해 도출된 문항 설계 원리를 전문가의 이론적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통하

여 타당화 하였다. 이를 통해 컴퓨터 기반으로 개발 가능한 문항 유형을

제안하고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도입과 실행에 있어 이론과 실제적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평가는 교수학습과 맥락을 같이하며 교육과정의 운영의 결과를 점검하

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역으로 평가는 또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가

대규모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수학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테크놀로지 활

용을 통해, 평가가 교수․학습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방향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인식과 교수․학습

의 개선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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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가 지필 평가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옮겨 놓아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학생의 수학 학습을 돕고, 향

상 시키는 방향에서의 평가여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수

학의 경우 지필평가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선행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컴퓨터 기반 평가는 학습 성과의 결과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다는 특징 외에도 평가 형식과 도구의

변화를 통해 문항 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과거의 평

가방법과 달리 학습의 과정에 중심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평가 내의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궁

극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을 평가와 학습에 적극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가

교육평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지필평가 보다 혁신적인 의미로서 미래지향

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

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2.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실제 문항

개발에 유용한가?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

항 설계 원리를 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첫째,

수학평가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수학적 과정 연구를 검토하여

컴퓨터 기반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정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90

년대 이후 국내외 주요 수학 소프트웨어 활용 수학 교수․학습 연구를 바

탕으로 컴퓨터 환경에서 강조되고 지필환경과 다른 특징적 요소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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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국내외 주요 수학 소프트웨어 활용 역할

을 종합한 ‘인지 기술’의 관점을 검토 한 후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활

용 가능한 요소 및 그 내용을 도출한다. 넷째, 컴퓨터 기반 평가의 개념,

유형과 사례를 검토 한 후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을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을 도출한다. 다섯째, 위의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

계 원리를 도출 한다. 이때, 수학적 과정은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과 함

께 표현과 연결성을 구분하여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4장에

서는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얻어진 컴퓨터 기반 수

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2차에 걸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

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가 실제 문항 개발에 있어 유용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사용

성 평가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때 문항 설계 원리의 실제 적

용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전문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최종 개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고, 6장에서는 4장과 5장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맺고,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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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 평가

최근에 교육 평가는 21세기의 과학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

와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교실에서의 전통적 교육관에 따른 평가

를 반성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McGaw, 2009). 평가는 단독으로 작

용하지 않는다. 교육의 교수학적 사회․정치적인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하고 관찰하는 동안 필연적으

로 다시 학습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일반적 교육 평가의 흐름에서 수학교

육의 평가도 변화하고 있다. 즉, NCTM(1989)이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주요 방향을 언급한 이후 평가가 수학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이 되었고, 최

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하고 있다.

1.1 수학교육 평가 동향

평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안에 교수 학습과 관련

되어 있다. 즉 평가는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학습하는가, 어떻게 가르치

는가에 대한 수학교육을 보는 관점과 목표에 의존한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학 교육은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주목하며,

이에 따른 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수

학교육 평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 이해의 다차원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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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학교육자들은 학습 내용의 이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관점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다. 예를 들어 Freudenthal(1983)은 활용

될 수 있는 수학의 주제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고 어떻게 그 다른 관

점이 다른 이해를 이끄는지 보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수학의 이

해에 관한 연구에서 Kilpatrick, Swaford, Findell 등(2001)은 수학적 능력

(mathematical proficiency)을 절차적 유창성(procedural fluency), 적응 추

론(adaptive reasoning), 개념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 생산적 성

향(productive disposition), 전략적 역량(strategic competence)의 다섯 가지

의 가지가 얽혀 있는 나무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학생들

이 수학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이 역량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밝혔다. 비슷하게 Kruteskii(1976)는 수학 영재 학

생들의 경우에 비추어 어떤 학생은 대수․해석적 접근을 하는 학생이 있는

가 하면 어떤 학생은 기하․공간적 접근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음을 보여

주면서 다면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은 최근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수학적 내용과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다(NCTM,

2000; 교육과학기술부, 2009). 평가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교육학습

과 평가가 일관성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능과 속성, 활용, 표상7)을 강조한 SPUR(Skill, Properties, Use and

Representation)로 불리는 다차원적적 접근이 있다(Thompson & Senk,

2008; Usiskin, 2003, 2007). 이중 기능은 학생들이 능숙하게 숙달해야 할

과정으로 알고리즘을 선택, 비교, 적용하는 데부터 알고리즘을 탐구하고 발

견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과정을 포함한

7) representation을 수학 교육에서 ‘표상’ 또는 ‘표현’으로 나타낸다. Janvier(1987)는 표상을 종이 위

에 쓰인 어떠한 것, 물리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속에 구성되어져 존재하는 것 사

이의 결합이라 하였고, 도식화(schematization)의 더 일반적 의미로 표상을 사용하였다.

Kaput(1987)은 표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정신적, 물질적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본 연구에서 표상은 Janvier(1987)나 Kaput(1987)의 이론에 근거하여 외부 세계의 정보를 도

식화하고 인식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물질적 산출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 보다 큰 의미

로 사용하고, 표현은 외적인 기호적 표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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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상은 그래프, 그림 등의 개념의 다른 시각적 묘사를 말하는데, 개념

의 표상과 함께 개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는 것에 관련된 것

까지 포함한다. 평가 관점에서 이러한 고려는 교사 및 평가자가 학생들의

성취를 통해 학생들이 가진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1.1.2 문제해결 과정의 평가

수학 교수․학습에서 과정은 간접적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과

정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과정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까지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의

평가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자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Docktor & Heller, 2009; Niemi, 1996; Wiliam, et al.,

2004). 특히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의 특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행과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각국의 교육과정에서

도 이러한 과정을 강조하여 수행평가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활용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06, 2012;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06; Toh et

al., 2011).

문제해결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절차적 지식을 평가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 과정을 평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1.1.3 대안적 평가

수학 교육 평가는 기존의 선택형 지필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적인

평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NCTM, 1989, 1995, 200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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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999; 교육과학기술부, 2011). 대안적 평가의 모색은 앞서 언급한 평가

의 다차원적인 접근과 문제해결의 과정 등을 평가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하겠다. 대안적 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선택형 평가 외의 서술

형, 관찰, 면담, 프로젝트, 저널,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수행평가이다(권

오남, 1998; 성태제, 1995; 1999; Adam, 1998; Bell & Bell, 1985; Berenson

& Carter, 1995; Beyer, 1993; Borasi & Rose, 1989; Burns, 2004; Clarke,

Waywood, & Steohen, 1993; Wiggins, 1989; Wolf, 1989). 대안적 평가는

국내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7차 교육과정의 도입되었다. 교실에서의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총괄평가에서도 수행평가 연구

와 과정 중심의 평가적용이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상숙, 전영주,

2003; 고상숙 외, 2013; 권오남, 1998; 김윤영, 1999; 김진호, 2008; 박배훈

외, 2003; 정상권 외, 2012; 최연희, 권오남, 성태제, 1999).

1.1.4 평가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평가에서 더 좋은 성취를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은 내용과 형식이다(Van den Heuvel-Panhuizen, 2007; Shepard,

2000). 내용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관련이 있다. 이 과제는 수학적

인 의미를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수학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수학 과제는 수학교육에

서는 평가의 핵심이다(de Lange, 1992a, 1992b). 과제의 형식 역시 결정적

인 요소이다. 평가의 형식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과제의 유형에 영

향을 주고 그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반응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지필 평가의 대표적 형식인 선택형 평가가 학생들의 인지적 과정

을 나타내기보다 그들의 지식의 상기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어져 왔

다면, 최근 테크놀로지 활용 평가는 다양한 초점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하

였다.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수학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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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다양한 기능의 활용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며 실제적인 과제 맥락

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평가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평가를 개

선시키기 위한 많은 기회를 교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에

서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

라 수학 교수 학습의 개선을 가져 왔다(Bennett et al, 2008; Martin, 2008;

Bridgeman, 2009; Binkley el al., 2009; Almond el al., 2010; Russell el al.,

2010; Van den Heuvel-Panhuizen, 2007).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평가인 컴퓨터 기반 평가에 대해서는 Ⅱ장 4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1.1.5 교수․학습을 돕는 평가

전통적인 평가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과 결과를 판단한다는 관점

을 가지고 있었다(Brown & Glasner, 1999). 그러나 1990년대 말 이래로

형성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와 강하게 관련되어왔다(Black & William,

1998, 2009; Brown, 2005; Brown & Hirschfeld, 2008; Carless, 2007; Earl,

2003; Falchikov, 2005). 학습을 위한 평가 운동은 특히 Black과

William(1998a, 1998b)의 연구에 의해 시작되어 이들의 연구는 학습을 위

한 평가 실행이 학생들의 성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학습

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의 중심에 학습이 위

치한다는 뜻이다(Keppell & Carless, 2006). 이러한 경향은 학습이 ‘교사 주

도’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하겠다.

1.1.6 수학 교육 동향과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

이 절에서 고찰한 수학 평가의 동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평

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학습에 있어서도 자신 스스로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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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키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와 수학적 과정을 지지하고 평가하는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학적 내용뿐만 아

니라 수학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학습과 평가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하

게 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을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과 목적은 지금의 평가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1.2 수학교육 평가의 일반적 원리

수학교육에서 평가의 원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고 언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가의 원리는 평가관과 평가 목적 및 대상, 평가 형태, 시대 환

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수학교육 및 수학교

육 평가의 동향이 반영된 현재 각국의 수학 평가 원리(ARG, 2002; AAG,

2008; de Lange, 2007; NCTM, 2007; OECD, 2003, 2010; Spiller, 2009) 및

국내 평가연구(고상숙 외, 2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2004)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수학교육 평가 원리는 결국 NCTM(1989, 1995, 2000)

이 제시한 평가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1995년 ‘학교수학을 위한 평

가 기준8)’에서는 수학의 원리, 학습의 원리, 공정의 원리, 개방의 원리, 추

론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의 여섯 가지를 원리를 수학평가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학교수학을 위한 평가의 원리(NCTM, 1995)는 수학교육에서 일반

적인 평가의 원리를 논할 때 여전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평가 원

리는 다음과 같다.

8) 기준은 standard를 번역한 말이다. standard가 국내에서 ‘규준’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번역되어 사용

되어 왔다(류희찬 외, 2007). 일상어로서의 기준이나 규준의 뜻은 사전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러

나 교육 평가에서는 규준이 집단 내 평균값의 의미로 표준화 된 결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면(규

준지향 평가를 고려해 보아라), 기준은 성취 수준이나 행동 목표의 의미가 강하다. NCTM에서 제

시하는 standards의 성격은 평균적인 결과이기 보다는 학교 수학에서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목표

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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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수학 학습의 원리

우선, 평가는 학생들에게 단지 실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NCTM,

2000). 다시 말해 학생들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oud &

Falchikov(2007)는 평가가 현재의 지식이나 정보를 상기하는 것을 테스트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

하였다. 즉 평가는 학습 과정에 통합된 일부분으로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현재 상태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안내하고 향상 시

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앞서 살펴본 수학평가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평가에 사용된 과제는 어떤 종류의 수학지식과

수행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 할 수 있으며 그

것은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결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NCTM(1995)이 제시했던 수학의 원

리이다. 따라서 수학의 원리와 학습의 향상의 원리는 상호적으로 함께 고

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수학 학습의 원

리로 명명한다.

평가가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

통과 둘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의

의사소통이라 함은 평가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교

사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활

동의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결정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상숙

외, 2012; Sadler. 1989). 교사뿐만 아리나 학생의 경우에도 평가에서의 의

사소통을 통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수학적 대상, 구체적인 수학 활동, 수

학적 사고의 방법, 수학학습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

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과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를 통해 자

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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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정의 원리

평가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 경험, 요구 사

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NCTM, 1995). 즉 일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모

든 학생을 고려한 평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는 학생들에게 그들

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도록 기대해야 한다. 즉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에

게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

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평가자의 편향성이 배제 되어야 한다

(고상숙 외, 2012).

즉,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학

적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

양한 상태 및 경험을 고려하며, 각각의 학생을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인

인격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1.2.3 개방의 원리

평가가 앞서 제시한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개선하고, 교수 및 사회적으

로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가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이 개방되어야 한다. 평가의 개방성은 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개방과

전문적 참여의 개방, 그리고 검토와 수정에 대해 개방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추구될 수 있다(NCTM, 1995).

즉, 평가방법, 평가 내용, 평가 결과의 해석등과 같은 평가와 관련된 다

양한 정보는 학생, 교사, 학부모 및 평가에 관심이 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

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관심 있는 전문가들, 특히 교사의 참

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결점을 계속 조사하며, 평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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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평가 과정은 수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1.2.4 추론의 원리

평가는 다양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추론

을 하는 과정이다(NCTM, 1995). 평가 있어 올바른 추론은 그 증거의 관련

성과 적절성에 관련된다. 따라서 평가에서 수집된 증거를 통한 타당한 추

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증거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추론은 그들의 인지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수행에 관한 증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평가자는 학

생들의 수행과 관련된 가능한 많은 증거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해야

한다. 또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추론은 그 증거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사람

의 판단에 많이 좌우 되므로 평가자는 독단적이거나 편향된 추론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1.2.5 일관성의 원리

평가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평가로부터 의미 있는 추론을 이끌어 내

기 위해서 평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일관성이라 평가 전체의

일관성과 평가 목적과의 일관성,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NCTM, 1995). 교육과정과 평가의 일관성은 평가 방법과

과제의 선택 및 개발, 평가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다. 평가 방법과 과제는

교육목표와 목적, 수학 내용, 내용에 있어 강조점, 교수방법 및 활동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NCTM, 1989, 2000). NCTM에서 일관성을 강조하

는 것은 교수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성취수준을 측정한다는 면도 있겠

지만 후자인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목표를 실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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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관성은 앞서 제시된 원리들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방법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평가 방법 및 도구의 일관성은 평가 도구의 목적과 내용

을 교육과정의 목적, 내용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가에 제시된 각 문항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측

정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경우, 자 위에 물체가 놓여 있는 상

황을 제시하여 길이를 묻는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문제이다(NCTM,

1989).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들이 적당한 측정도구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하여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읽을 줄 아

는가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관성의 정도는 평가가

학습 과정과 내용에 대해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평가가 문제해결과 추론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산 문항보다는 문제해결 문항이 많아야 한다. 또 교수․학습에서 복잡한

계산의 수행과 수학적 개념의 이해, 문제해결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계산

기나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이 권장되어

활용되었다면, 학생들은 평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과정에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6 수학교육 평가 원리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설계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는 평가의 형식면에서 이제까

지의 지필평가와 다른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수학교육과 평가

에서 지향하는 바와 원리가 이 절에서 고찰한 내용 등과 동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항 개발을 통해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지필 환경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학습의 향상을 지향하는 수학 학습의 원리는 컴퓨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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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평가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의사소통과 자기주도 학습을 지

향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필평가의 형태에서는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생과 의사소통 하는데 한

계가 있다. 결과로 요구하는 목표지향점을 제공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

로 필요로 하는 사고 과정이나 탐색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전통적인 지필평가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행평가는 이러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사가 학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하고, 학습 활동의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컴퓨터 기반 평가는 시뮬레이션과 조작 활동 등의 기능을 통해

이런 수행평가의 장점을 반영하여 평가 시 학생들에게 목표로 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반응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의 원리가 내용에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차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평가자의 편향성을 배제함으로서 실현된다면, 컴퓨터 기반 평가

에서는 문제 제공 방식과 반응 방식에서 우선 개별적으로 차이를 둘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방법 면에서 자신의 성취를 보일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문제의 접근

에 있어서의 공정을 추구할 수 있다. 지필평가의 문제의 제시는 텍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독해력이 떨어지거나 평가의 목적이 문제이

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평가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에서는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하여 문제 제시를 쉽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참여와 접

근을 높일 수 있어 이를 통해 공정성을 추구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차를

고려하는 한 형태일 수 있다. 그 외 공정성을 추구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

서는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무관하게 학생들이 평가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념을 다양한 표상

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나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하지 않은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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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활용과 학습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는 수학에서 필요한 기술적 능

력의 평가가 오히려 교육과정에 역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수학교육의 방향에 맞는 수학적 기능들이 추가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평가자의 편향성 배제를 위해서 선다형 문항이 사

용되기도 한다. 서술형 평가의 경우는 교사 등의 평가자의 개인적 판단이

들어가기 쉬우나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기술적으로 이용

하거나 학생들의 풀이과정 기록을 통해 편향성 배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 결과뿐만 아니라 평가 문

항 해결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정보들의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양

한 측면의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자동화를 통한 정량적인

증거수집과 해석은 추론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역량 기반의 수학교육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 교육과정의 목표를

평가에 반영하는데 있어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는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가령 앞서 제시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잴 수 있는 자를 컴퓨터상에서 제공하고 간단한 움직임 기능을 통해

그 사용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의 수학교육

의 동향이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활용과 학습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는 수학에서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 추가 되어 강조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는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목적 및 수학 내용과의 일관

성을 고려한 경우이고, 평가에 적극적으로 컴퓨터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역

으로 교수 방법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평가의 개방성 측면에서 평가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특히 교사의 참여가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에 있어도 보장되기를 기

대하며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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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과정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국내외 수학 교육과정은 수학의

내용과 함께 과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과학

창의재단, 2011a, 2011b; CCSSI, 2010a, 201b; NCTM, 2000; NRC, 2001).

그 원류는 NCTM(1989, 2000)의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9).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 등으로 대표되

는 수학적 과정은 이미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강조점이 실효를 발휘하

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정상권 외, 2012). 앞서 Ⅱ장 1절의 평

가의 동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학적 과정은 수학적 역량(competency),

능력(proficiency), 소양(literacy) 등의 개념과 함께 다시 논의 되고 있다.

또한 Ⅱ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

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는 수학적 과정의 개념과 의미를 살

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의 방향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 평

가에서의 수학적 과정의 의미를 논의한다.

2.1 수학적 과정

2.1.1 NCTM의 수학적 과정

NCTM(2000)에서 수학 내용과 수학적 과정의 열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

다. 내용 기준으로는 수와 연산, 대수, 기하, 측정, 자료 분석과 확률, 과정

기준으로는 문제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의 다섯 가지가

9) 지금의 다섯 가지 영역의 수학적 과정은 NCTM(1989)의 ‘학교수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

에서 먼저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의 네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기준’에서 표현이 강조되고, 테크놀로지가 강조되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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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여기서 내용과 과정 기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2000년도의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기준’은 국내 수학교육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지며, 이미 번역되어 자세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NCTM(1989, 2000)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수학적 과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다음이 살펴본다.10)

1) 문제해결

문제해결은 해결 방법이 미리 알려지지 않은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학교수학의 핵심적 부분이며, 문제해결을 통해 수학의 힘과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독립된 부분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문제 해결은 다섯 가지 내용영역을 포함하여야 하고 문제의 맥락

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의 경험에서 부터 과학이나 직업을 포

함하는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좋은 문제는 유의미

한 수학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주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다.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문제해결을 통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의 개발

• 수학과 그 밖의 맥락에서의 문제 해결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의 선택과 적용

• 수학 문제해결 과정의 점검과 반성

2) 추론과 증명

추론과 증명을 통해 학생들은 광범위한 현상에 관해 통찰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실세계와 수학적 대상에서 규칙성을 찾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이다. 따라서 다른

10) NCTM(1989, 2000)의 기준에서 제시된 수학적 과정은 2절의 논의의 중심이고 본 연구의 초점이

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 학년 수준에 걸쳐 설명되어 있는 수학적 과정의 각각의 내용을 서술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학생들의 기대 능력을 중심으로 본문을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우리말

표현은 번역서(류희찬 외, 2007)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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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년 수준과 내용 영역을 고려하여 전 학년 및

내용에 걸쳐 강조하여 지도한다. 저학년의 경우 규칙성과 분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후 자료의 수학적 관계의 추론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의미있

다. 그 다음 수준에서는 나름의 주장과 추측에 대하여 깊이 있게 평가하고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통해 수학적 논의를 형식화함으로써, 추론

능력을 발전시키고 확장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수학적 정당화의 가치

를 이해하고 더욱 복잡한 증명과 추론 방법들을 다룬다.

추론과 증명에 관련하여 기대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으로서 추론과 증명의 인식

• 수학적 추론의 구성과 탐구

• 수학적 추론과 증명 능력의 개발과 평가

• 다양한 유형의 추론과 증명 방법의 선택과 사용

3)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학

생들은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는 반성과 수정, 토론의 대상이

되며 수학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수

학 학습에 의사소통을 활용하고, 수학학습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것으로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

도록 도와야 한다.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을 통한 자신의 수학적 사고의 조직과 강화

• 자신의 수학적 사고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의사소통

• 타인의 수학적 사고와 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수학적 아이디어의 표현을 위한 수학의 언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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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11)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활용

하는 방법의 기초가 된다. 학생들이 수학적 표현과 이것이 나타내는 아이

디어를 이해할 때, 그들은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미 있

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표현이라는 용어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나타낸다. 즉 어떤 형식에서 수

학적 개념이나 관계를 획득하는 행동과 그 형식 자체를 나타낸다. 또한 수

학적 개념이나 관계를 획득하는 행동은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발생하는 과

정 및 결과이며 그 형식은 관찰 가능한 과정 및 결과를 외적으로 나타낸

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 표현들을 연결하는 것은 수학의 이해의 핵심

적인 부분이다.

표현은 사고와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고, 학생들은 표현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 한다. 교사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표현을

선택하고 조직화 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표현으로부터 수학적

이해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표현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수학적 아이디어의 조직, 기록,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의 창안과 활용

•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표현의 선택, 적용, 변환

• 물리적, 사회적, 수학적 현상의 모델링과 해석을 위한 표현의 활용

표현과 관련하여 테크놀로지는 여러 다른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NCTM, 2000). 저학년의 경우는 구체적 조작물을 화면상에 나타

내어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내용영역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동시에 관찰 할 수 있고 변환을 즉각적으로 탐구 할

수 있다. 가령 함수가 표, 그래프, 방정식 등의 형태로 동시에 표현되는 것

11) NCTM(2000)은 표현보다 연결성을 먼저 언급하지만 앞서 제시한 의사소통과 추론, 문제 등에서

아이디어를 표현 하는 방법으로서 앞의 세 영역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먼저 제시한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하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도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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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고, 한 가지 표현 형태가 다른 표현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탐구 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표현의 상대적 약점과 강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표현 유

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컴퓨터와 계산기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탐구하기 어려웠던 문제나 방법에 대 해 테크놀로지를 이용

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상황과 흥미로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연결성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를 연결할 수 있을 때, 그 이해는 더 깊어지고 지

속된다.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디어 간의 상호 관련성과 수학과 다른 교과

를 연결 짓는 활동을 통해 수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수학의 유용성을 배우

게 된다. 따라서 수학적 아이디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 학년 수준

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외적으로 다른 맥락이지만

수학적 구조가 동일한 경험, 맥락에서 수학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결성 기준에서 기대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수학적 아이디어 간의 연결성 인식과 활용

•수학적 아이디어 간의 연결과 일관된 전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

해

•수학 외부의 상황에서의 수학의 인식과 활용

지금의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표현과 연결성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이기보다는 이전 다른 영역을 뒷받침

하거나 다른 영역에 크게 관계된 특징을 갖는데 기인한 것이다(정상권 외,

2012). 본 연구는 위의 다섯 가지 수학적 과정과 각각의 성취 능력을 모두

강조하며 이를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문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 설계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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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과정

수학적 소양(mathematical literacy)이라는 용어는 1999년 OECD가 주관

하는 PISA의 수학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되었다(de Lange, 2003a). 이때의

수학적 소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OECD, 1999).

수학적 소양은 개인이 건설적이고 사려 깊고 반성적인 시민으로 현재와 미

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실세계에서 수학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수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한 판단을 하고, 수학에 참여하는 능력이다

수학적 소양의 개념은 현실주의 수학교육(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RME)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학교육을 개선하면서 이러한 수학

교육에 맞는 적절한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으며, de

Lange (1991, 1995, 1999, 2003b), van den Heuvel-Panhuizen and

Gravemeijer (1991), van den Heuvel-Panhuizen (1994, 1996) 등의 연구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학적 소양의 개념은 OECD의 PISA

평가틀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면서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는 수학적 소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OECD, 2013: 5).

수학적 소양은 실세계에서 수학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건설적이고 사

려 깊고, 성찰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근거가 충분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구성하고, 사용하

고, 해석하는 능력, 현상을 서술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예측하기 위해 수

학적으로 추론하고 수학적 개념, 절차, 사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

력이다.

위와 같은 수학적 소양의 정의에는 PISA에서 제안하는 수학 평가틀의

‘내용’, ‘과정’, ‘맥락’이라는 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 평

가틀에서 내용은 ‘양’, ‘공간과 모양’, ‘변화와 관계’, '불확실성과 자료'의 네

가지가 포함된다. 수학적 과정은 ‘수학적으로 상황 만들어내기

(formulating)’, ‘수학적 개념, 사실, 절차, 추론을 사용하기(employing)’,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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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결과 해석, 적용을 평가하기(interpreting)’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수

학적 과정에 담긴 주요 수학적 능력을 ‘의사소통’, ‘수학화’, ‘표상’, ‘추론 및

논증’, ‘문제해결 전략 고안’, ‘상징적, 형식적, 기술적 언어 및 연산 사용’,

‘수학적 도구 사용’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맥락은 ‘개인적 맥락’, ‘직업

적 맥락’, ‘사회적 맥락’, ‘학문적 맥락’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수학적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표상’, ‘추론 및 논증’은

NCTM의 수학적 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역과 다르지 않다. 또한 ‘상징적, 형

식적, 기술적 언어 및 연산 사용’을 들어 다양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수학적 도구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테크놀로지를 포

함한 도구의 활용을 강조함을 암시하고 있다.

2.1.3 수학적 역량과 수학적 과정

수학적 소양과 함께 등장한 수학적 역량(mathematical competency)은

수학적 소양을 위한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수학적 역량은 ‘수학적 사고’, ‘수학적 문제제기와 문제해결’,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추론’, ‘수학적 대상의 표현’, ‘수학적 기호와 식 사용’, ‘수

학에서-수학으로-수학에 대한 의사소통’, ‘도구와 테크놀로지의 사용’의 여

덟 가지의 능력으로 구분된다(Niss & Højgaard, 2011). 이 능력은 서로 연

관되어 있으면서도 무게중심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8개의 꽃잎으로 묘

사된다. 각 역량은 해석적인 면과 함께 생산적인 면이 존재하고 수학적이

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령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주어진 개념의 범

위와 한계를 알고 이를 잘 다룰 줄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개념의 성질

을 추상화 하여 개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

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표현이나 기호, 추론이 아니라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표현과 기호의 사용, 추론을 강조한다.

수학적 역량을 살펴보면 ‘수학적 사고’라고 칭한 광범위한 능력 외에는

모두 PISA가 수학적 과정에 담긴 주요 수학적 능력이라고 표현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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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1.4 수학적 능력과 수학적 과정

Kilpatrick 등을 주축으로 한 NRC(2001)의 보고서에서 정의한 ‘수학적

능력(mathematical proficiency)’은 수학에 대한 전문성, 역량, 지식, 기능의

모든 측면을 완전하게 포괄할 용어가 없다고 생각하여 수학의 성공적인 학

습이 의미하는 바를 포괄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이다. ‘개념적 이해’, ‘절차

적 유창성’, ‘전략적 역량’, ‘적응적 추론’, ‘생산적 성향’이라는 다섯 가지 능

력요소를 강조하고 이들 요소들은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얽혀 상호작

용한다고 본다. 이들 능력은 문제해결, 추론, 이해 개발, 기술 연습, 그리고

이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숙달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다섯 가지 능력 요소의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개념적 이해는 말 그대로 수학 개념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

이고 절차적 유창성은 수학 절차를 유연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전략적 역량은 수학문제를 형식화 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고, 적응적 추론

은 논리적 사고와 정당화 능력을 말한다. 생산적 태도는 수학에 대한 긍정

적인 신념적 성향을 말한다.

수학적 능력 내용

개념적 이해 수학 개념, 연산,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기능적인 파악

절차적 유창성
절차를 유연하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수행

하는 능력

전략적 역량 수학 문제를 형식화하고 표현하고 해결하는 능력

적응적 추론 논리적 사고, 반성, 설명, 정당화 능력

생산적 태도
성실과 자신의 효능에 대한 신념과 함께 수학을 의미 있

고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습관적 성향

<표 Ⅱ-1> 수학적 능력 요소의 내용(NR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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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choenfeld(2007)가 언급한 수학적 능력도 앞서 제시한 내용과 연

결되지만 일부 다른 관점에서 수학적 능력을 지식 기반, 전략, 메타인지,

신념과 성향의 네 가지로 제시한다. 이 역시 문제해결 혹은 추론에 앞서

개념 이해, 계산 능력 등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전략적 역량 또는 메타인지를 통하여 문제해

결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추론을 강조하고 있다.

수학적 능력 요소는 수학적 과정과는 다르게 개념적이고 기본적 절차들

까지 강조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나, 그 내용상에는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성), 수학문제를 표현(표현)하고 해결(문제해결)하며, 사고를 반성하고,

설명 및 정당화(추론) 하는 등의 수학적 과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5 CCSSM과 수학적 과정

미국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2010)는『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CCSSM)』를 발표하였고 많은 주

들이 함께 준수하기로 협약하였다. 따라서 CCSS는 공통된 학업 성취수준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동시에 미국 개별 주나 구의 교육

과정의 개발과 평가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공통 수준의

학업 성취 기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주 정부에 따라 공통핵심교육과정의

도입 및 적용 세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박경미, 2010).

CCSSM은 NCTM의 1989년과 2000년의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기준

의 연속선상에서 발표 되어 특히 미국 학생들을 경쟁력 있도록 교육시킨다

는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 교육과정 중심의 외국의 교육과정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전의 기존 기준집과 다른 점은 학년별 내용 기준만

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대신에 ‘수학 실천(mathematical practice)’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활용한다.

수학 실천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핵심 교육 과정 기준을 통해 발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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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활동들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을 이해하고 자

신 있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수학적 실천으로는 1)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 2) 추상적이고 양적인 추론,

3) 가능한 주장의 구성과 다른 사람들의 추론에 대한 비판, 4) 수학적 모델

링, 5) 적절한 도구의 전략적 사용, 6) 정교성, 7) 구조에 대한 탐색과 이

용, 8) 반복적 표현에서 규칙의 탐색과 표현으로 8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CCSSI, 2010).

그 표현과 내용이 다르게 보이지만 수학적 과정이 좀 더 포괄적이고 일

반적인 견해를 제시했다면, 수학적 실천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수학적 정교성에 대한 강조를 추가 한 것이 할 수

있다. 즉 1)과 5)는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고, 2), 3), 7)은 추론과 관련이

있다. 또 4)는 문제 해결은 물론 연결성과 관련이 있고, 8)은 표현과 추론

등에 관련된다.

장혜원(2012)의 연구에서도 CCSS가 제시하는 수학적 실천의 근원을

NCTM(2000)의 수학적 과정 기준과 NRC(2001)의 보고서에서 설명된 '수

학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이 두 원류를 고려하여 수학적

실천과 ‘과정 기준’, ‘수학적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이 역시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개념인 수학적 실천의 이면에 수학적 과정

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6 수학적 과정의 논의

수학적 소양, 수학적 능력, 수학적 역량 등의 그 표현과 개념은 문화와

교수학습의 목표, 평가의 방향 등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변화하며 20세기

학교수학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입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NCTM(1989)에서는 수학적 과정이 강조되었고, PISA의 수학적 소양을 평

가하는 틀에서는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NRC의 수학적 능력과

NCTM의 수학적 과정이 지금의 CCSSM에서의 수학적 실천과 서로 관련



- 33 -

이 되어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교육은

용어와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학생 스스로 수학의 의미를

창출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현실을 바탕으로

이끌어 내어 조직화 하는 경험을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동안 강조하였던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능을 수학 내․외적으

로 풍부한 맥락에서 다양하고, 반성적이게 적용하는 것을 강조함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은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응용 상

황에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수학을 발명해 내는 근원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시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드러나 있다. 그러나 앞서 살

펴본 수학적 과정의 영역에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세 영역을 중

심으로 강조하고 하고 있다. 정상권 외(2012)는 수학적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하여 수학적 과정 영역을 논의 하면서 ‘수학적 연결성’ 및 ‘표현’을 포함

시키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학적 연결성과 표현이 수학적 과정의

다른 구성 요소와 중첩되거나 덜 포괄적이고 다른 요소의 하위 과정에 포

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학적 과정의 구성요소에서 제외 하였다’

는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학적 과정 중

심 평가에서도 수학적 연결성과 표현을 다른 영역에 포함하여 고려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CTM

기준에서 수학적 연결성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 간의

연결성 인식과 활용’, ‘수학적 아이디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해

하고, 각각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전체 산출’, ‘수학 이외의

상황에서 수학의 인식과 활용’의 각각을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

학적 의사소통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결성을 하위 요소로 인식하

였다. 표현의 경우, 수학적 의사소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대적

으로 의사소통으로 고려하고 표현을 만드는 것은 창의성에 관련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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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표현과 연결성의 그 가치 자체가 동등하지 않아

서기보다는 현재의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맞추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수학적 소양과 역량 또는 능력 등 을 강조하

는 연구들에서 보면 수학적 표현과 현실적인 맥락과 관련한 외적 연결성들

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컴퓨터 기반 환경에

서 ‘표현’과 ‘연결성’은 다음 절에 논의될 선행연구 결과, 컴퓨터 기반 환경

의 주요한 특징이다. 일례로 컴퓨터 기반 환경은 여러가지 시각화 기능으

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주며, 또 수학의 다양한 표상

을 나타내고, 외적 연결을 돕고 이해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컴퓨터 기반에서

는 ‘표현’과 ‘연결성’을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추론의 하위로서만이 아닌 독

립적으로 강조할 것을 제안하고,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과 함께 다

섯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문항 개발 설계 원리를 개발하였다.

2.2 수학적 과정의 평가

교육과정에서의 수학적 과정의 강조와 함께 평가에서도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NCTM(1995, 2000)에서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PISA도

수학적 과정을 평가의 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미 밝혔다. 국내에서도 수

학적 과정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연구가 진행되었다. 최

근 정상권 등(2012)과 고상숙 등(2013)이 정책과제로 수행한 대표적인 두

과정 중심의 수학과 평가 방안 연구를 살펴본다.

2.2.1 과정중심 수학교과 평가 방안 연구

정상권 외(2012) 연구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과정을 어

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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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수학적 과정 평가의 목적과 의미, 수학적 과정 평가의 원리 수학

적 과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수학적 과정 평가의 목적과 내용, 형식에 대한 관점을 종합하여 수학적

과정 평가를 ‘교사와 학생의 내적 동기 강화하여 수학 교수․학습을 촉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로서, 수학적 과정에 관련된 하위 능력 요소

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 형태의 문항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것으로’으로 정의하였다(정상권 외 2012: 41).

정상권 외(2012)는 수학적 과정을 앞서 논의 하였듯이 NCTM(2000)에서

언급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표현, 연결성의 다섯 가지 영역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연결성을 다른 세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종적 도출한 평가 요소는 국내외 연구와 교육과정 개정팀의 입장

을 고려하여 도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평가 요소 도출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또한 연구팀 역시 이 요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행하면서 수정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

다.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살

펴보면 표현과 연결성이 포함되어 개발되어 각 하위 요소에 표현이라는 진

술이 세 영역에 모두 등장하고, 연결성에 대해서는 ‘실세계 상황’ 이나 ‘다

른 교과상황’ 등으로 제시하여 구분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하위 요소들이

이러한 외적 맥락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능력, 표현 등이 혼재되

어 있어 맥락의 측면에서 외적 연결성을 분리하고, 표현을 분리하여 평가

시 조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현과 연결성을 다른 세 영역에 포함 시키다 보니 특히, 의사소통의 경

우는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문제해결 또는 추론 과정을 수학적

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등으로 진술되어 나머지 과정 영역에 의존적이

고,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평가 요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의사소통에 있

어 표현이 중요한 요소이고, 문제해결 상황인지 추론 상황인지가 중요한

배경요인이기는 하겠으나 의사소통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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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수학적 질문을 제기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나 ‘다른 사람의 아

이디어를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는 능력’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의사소통의 의미가 수학적 의사소통이지만 구성적 입장의 과정

평가라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비형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도

어느 수준에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NCTM(2000)에

서 언급한 ‘질문하고 탐색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각 전략의 장점과 단점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 아이디어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사소통의 본질적 특성을 살리면서, 수학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분리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표현의 수단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정상권 등(2012: 42)은 수학적 과정 중심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함

에 있어 고려할 원리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좋은 평가는 수학적

과정 평가가 수학적 과정에 근거한 교수․학습의 방법을 반영해야하고 역

으로 그 평가 결과가 다시 교수학습을 촉진하는 ‘진정성의 원리’, 둘째, 수

학 내적 연결성과 외적 연결에 따른 ‘배경화의 원리’, 셋째, 학습자 스스로

의 방식으로 표현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평가하는 ‘구성의 원리’, 마지막

으로 평가의 내용은 교수학습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의 원리’ 이다. 이러한 원리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

시한 원리라기보다는 보다는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평가를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의 선언적, 방향적 의미가 크다. 한편 배경화의 원리의 경우는 연결

성에 대한 고려로 보인다. 즉 이 연구가 평가 영역에서의 연결성을 제외하

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의 수학교육 동향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정 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보고서의 특징으로 인한 것임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경의 관점에서 연결성이 문제해결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앞서 고찰한 최근 수학적 과정에서의 실생활 및 맥락의 중요성

에 대한 고려와 함께, 연결성을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추론이나 의사소통에

서 함의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을 독립적으로 수학적 과

정의 영역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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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구 및 공학 도구를 활용한 과정 평가 기반 조성 연구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정상권 외(2012) 연구를 바탕

으로 ‘교구 및 공학도구를 활용한’을 부가하여 교구 및 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학적 과정 중심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구 또는

공학도구를 활용한 평가 문항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의 평가의 기본 원리는 NCTM(1995)의 수학,

학습, 일관성, 추론성, 개방성, 공평성의 여섯 가지 원리와 National

Academy of Science(1993)에서 제시한 내용, 학습, 공평성의 원리의 세 가

지, 그리고 정상권 외(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정성, 배경화, 구성, 기본

의 원리의 네 가지를 종합, 평가한 후 다섯 가지의 평가 원리를 제시함을

밝혔다.

첫째, 평가는 모든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수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수학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교구와 공학의 사용으로 수학의 내용

의 선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가 학습의 일부이고 궁극

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학습의 원리’이다. 셋

째, ‘공평성의 원리’ 이다. 이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

들을 고려해야 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학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공평성의 원리를 고려하는 방법은 도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에

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각각의 수준에 맞게 다른 접근으

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교수 목표, 교육과정, 교수방법 및 활동 등

과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일관성의 원리’ 이다. 끝으로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 교구나 공학도구를 활용하는 특징에서 오는 ‘역동성의 원리’를 제시

하였다. 교구나 공학도구에 의한 조작 활동 중심의 평가 과정이 포함되므

로 전통적 지필 평가와는 대비되는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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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평가의 원리는 ‘역동성’의 원리를 제외하고

는 실제로 공학도구활용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수학 평가의 원리

이다. 다만 교구 및 공학 도구룰 활용함으로서 그 해석이 달리 하고 있다.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은 정상권 외(2012) 연구에서의

수학적 과정 중심의 영역별 하위 능력 요소를 활용하였으나 문제해결 영역

은 과정의 순서로 재배열하고 연결성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은 ‘실생활과

타교과 관련 상황’으로 묶어 단순화 하였다. 또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앞서

문제로 지적하였던 다른 영역의 요소를 포함한 진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술을 수정하고 재배열을 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문항 개발에 있어 이전 연구가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했다면 고상

숙 외(2013)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능력만을 각각 따로 묻

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때 분석적, 총체적 관점의 채점 기준표를 각 수학

적 과정 영역별로 마련하고 두 채점 기준표에 의해 산출할 점수의 배당을

일치 시켜 점수화 하는데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의 분석적 채점영역은 ‘문제 이해, 전략수립, 실행과 답구하기’로 구분되고,

추론 영역의 분석적 채점은 추론의 종류를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연역 추

론으로 구분하고 귀납 추론의 경우는 자료수집, 규칙 발견과 확인, 일반화,

유비추론의 경우는 유사성 태도, 기저사항의 핵심 파악, 대응과 적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역 추론의 경우는 가정과 결론의 구분, 자료 제시, 자

료 종합 등으로 채점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의사소통의 경우는 수학적 언와

표현의 사용, 논리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과정 중심의 요소별

채점을 체계화하여 평가한 것에는 의미가가 있으나 연구결과에서도 보이듯

이 실제 문항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과정평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수행평가를 적극 사용하고 각 수학적 과정에 영역별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

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필 평가에서의 채점영역보다는 간소해져 문제해

결은 이해와 전략, 실행과 답구하기 두 영역, 추론은 추론과정, 답구하기

두 영역, 의사소통도 수학적 언어와 표현의 사용, 논리성의 두 영역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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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이때 지필과는 다르게 ‘도구의 사용 영역’을 별도로 추가하여

그 내용으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도구사용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교구나

공학도구를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각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

력을 말한다.

고상숙 외(2013) 연구는 실제로 도구를 직접 활용한 수학적 과정 평가로

컴퓨터 기반 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하

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적인 문항 개발을 중심으로 그 반

응을 평가하기보다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항의 내용과 형태를 고려

한 문항 설계가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러한 면에서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문항은 지필환경에

서 과정형으로 진행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문항을 컴퓨터 환경에서 평

가 한다면 어떤 모습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적합한 내용과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제의 경우, 교구는 웹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관찰 평가

를 한 내용은 컴퓨터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직접 기록될 수 있어 그

대로 컴퓨터 기반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학적 과정 평가를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 문

항 설계 원리 개발 후에 실제 문항 개발의 적용에 있어 사용자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 개발, 제시된 문제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 개발된 문항이 수학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수학적 과정 영역이 통합되어 평가 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평가 목적과 평가 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문

항 발문과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3.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

었으며, 스마트 폰, 넷북, 태블릿 PC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으로



- 40 -

발전하여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

전은 수학교육에도 최근 몇 십년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일반 ICT에 활용되는 컴퓨터 공학 기술, 컴

퓨터에 비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그래픽 계산기를

교수․학습에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

다도 표상들 간의 번역과 표상 내의 변형 능력을 갖춘 다양한 컴퓨터 소프

트웨어가 개발됨으로써 컴퓨터보조학습(CAI)와 같은 예전의 컴퓨터 활용

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Kaput, 1992;

Mariotti, 2002; Sfard & Leron, 1996).

국내에서는 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그래픽 계산기 등 테크놀로지

를 수학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활발한 연구가 이

루어지는 듯 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 원인으로는

테크놀로지 교육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수학교육과의 혼동이나, 수학개념

에 대한 분석과 이해 부족, 대다수 교사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식의 부

족과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특정한 수학적 개념에 대하여 테크놀로지

를 학습보조도구로 사용할 때 교육효과를 위한 수업준비와 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고상숙, 2001). 최근에는 스마트 이러닝 등과 같이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의 개발이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

으며, 세계적으로는 교수․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간 평가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기반 평가 등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활발해

졌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 특성을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에 함의 점을 찾는다.

3.1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겠

으나 여기서는 Sinclair & Jackiw(2005)가 구분한 학습자, 교수학습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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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상호 협력의 테크놀로지의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누가 어떻게 배우는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수

학교실에서 수학과 학습자,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상호 또는 교실

밖과 연결하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3.1.1 학습자를 위한 테크놀로지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첫 번째 흐름은 학습자 자체에만 관심을 가

지고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학습하는데 용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발달한 것이 Logo와 1970년대의 컴퓨터

보조학습의 선택형 문항의 평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계산기의 활용도 이

시기에 포함된다. 수학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테크놀로지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덜어질 수 있는데,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학

습에서 그 기능은 더욱 강력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 크고 넓

어졌다. 컴퓨터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학적 대상을 구체적인 표현 형태

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조작이 학생들의 통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학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Kaput, 1992,

2007).

학습자를 위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컴퓨터는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들

을 학생들의 직관과 관련지어 줌으로써 구체와 추상을 연결해 주는 매체가

된다. Papert가 개발한 LOGO는 바로 이런 추상적인 수학과 구체적인 수학

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였다(Abelson & diSessa, 1980).

<표 Ⅱ-2>는 Logo와 계산기로 대표되는 학습자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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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LOGO

JavaMaL

개념인식

직접 거북이를 그리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과

측정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더 잘 드러냄(Clement,

2002).

조작

거북이의 움직임은 학생들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

지고, 즉 거북은 ‘신체 동조적(body syntonic)’이

됨(Clement, 2002; Edward, 1995).

기록

외연화

반성

직접 도형을 그리는 명령어를 작성함으로서 학생

들의 직관적인 기대를 외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의무화함(Papert, 1980)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수학과 문제해결에서의 반성을 이끌어 냄

(Clement, 2002).

탐색
컴퓨터는 상황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작

할 모델이 있음(Edward, 1995)

구성

프로그래밍의 활동으로 절차적 사고와 유창성을

키울 수 있음(Papert, 1980; Kay, 1991; diSessa,

2000).

정교화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

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명령으로 표현함

으로써 사고를 분명히 하고 생각을 정교할 수 있

음(김화경, 2006; BECTa, 2003).

상호작용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은 주체와 주체사이

의 상호작용이며 협력임(Sahffer & Clinton, 2005;

김화경, 2006).

계산기
자동화

보정

계산기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

게 해주고, 유연한 전략을 개발하게 함(Burrill et

al., 2002).

<표 Ⅱ-2> 개인 차원의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특성

LOGO 환경 내에서 아동들은 신체 동조적인 거북을 움직이면서 수학을

학습하게 되고, 도형의 성질과 측정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더 잘 드러내게

된다(Clement, 2002). 또 직접 도형을 그리는 명령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의 활동으로 절차적 사고와 유창성을 키울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있어 방

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Papert, 1980; diSessa, 2000). 계산기는 수학학습

에서의 계산능력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깨고 계산의 자동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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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

트

자동화

반복적, 재귀적 계산을 요하는 문제나 표가 필요한

문제 이를 통한 구성을 다룰 때 적합함(안대영,

1999, 2003; Masalski, 1990).

진정성

집중

지루한 숫자 계산에서 벗어나 수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함(Masalski, 1990).

논리

사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논리 함수에 대한 이해

를 높임(Crawford, 1998).

직관향상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시각적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위해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직관성을 향상시킴(손홍

찬, 2006; 안대영, 2003; Masalski, 1990; Steward,

1994).

실험탐구

실제적 예를 통한 함수 기계의 역할을 함

(Johnstoon-Wider & Pim, 2005).

즉각적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가능(Morshita et al,

2001).

대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치를 최적화하는 등 직접적이고 효과적

인 수단을 제공 (Sundheim, 1992).

수학적 모델에서 변수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즉각

적으로 관찰 할 수 있어 탐구적 활동에 적합함

(Beare, 1993; Bialas, 2001).

<표 Ⅱ-3> 교수․학습 맥락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특성

을 통해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유연한 전략을

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1.2 교수․학습 맥락에서 테크놀로지

두 번째 흐름은 <표 Ⅱ-2>에서와 같이 그래픽 계산기와 스프레드시트,

동적 기하 탐구 소프트웨어, 통계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월드 등 학습의 맥

락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동안 수

학교육을 위해 개발되어 활용되어온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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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탐구

변수의 값, 상수, 구간의 크기를 다룰 수 있어 ‘만일

~라면’ 질문을 탐구하게 함 (Masalski, 1990).

다량의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래프와 표로 결과

를 볼 수 학습자가 부분적인 그림 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Bialas, 2001).

상호작용
교사-학생, 컴퓨터-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함

(Hershkowitz, et al., 2001).

실제 자

료 활용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가능하게

함(Baker & Sugden, 2003).

표상 다양한 표현을 촉진하는데 기여(Heid, 1995).

내적연결

표상

수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문자의 사용으로 전환하여

산술에서 대수를 연결시킴(Friedlander, 1998;

Sutherland & Rojano, 1993; Wilson, Ainley, &

Bills, 2004).

외적연결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제공(Baker & Sugden, 2003).

우주와 나비효과, 인구 성장, 생태 먹이사슬, 프랙탈,

뉴턴 법칙을 포함한 역동적인 현상들을 스프레드시

트로 표현(안대영, 2003; Barnes, 1997).

대수

CAS

증폭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

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증폭자로서 역할을 함(한세호,

2009; Arnold, 2004; Heid, 1988, 1997, 2003; Heid &

Edwards, 2001; Kutzler, 2003; McCallum, 2003;

Palmiter, 1991).

구조인식

패턴발견

구조와 패턴을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 할 수 있음(Pierce & Stacy, 2002).

재개열화

재조직자

개념이나 기술 습득이 선행될 필요 없음. 개열변화

(Heid, 1999; Hunter, 1995).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변화를 초

래하여 교육과정의 근본 속성과 배열을 변화시킴

(Pe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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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정에 숙고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영향

을 미침(Kilpatrick & Davis, 1993).

보정

수학적 약점을 지닌 학생이 심화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탁원한 수학적 보정의 도구(Herget

et al., 2000; Kutzler, 2003)

비계설정

자동화나 보정을 통해 수학적 절차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수학학습에 비계를 설정함(Heid, 2003;

Kutzler, 2003).

계산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의 계산 기능을 증진시킴

(Zbiek, 2003).

기호감각

기조조작

대수학습의 주요 요소인 기호 감각을 증진시킴

(Oldknow & Flower, 1996; Pierce & Stacy, 2002;

Sutherland, 1995).

대수에서의 매개변수 개념에 대한 이해 촉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호조작이 가능(한세호, 2009; Drijvers,

2003).

표상

시각화

다양한 표상을 시각화하고 시각화 기능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함(한세호, 2009, Demana & Waits,

1994; Kieran & Drijver, 2006).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더 잘 이해

하고 수학적 발견 과정을 자극함(Kutzler, 2003;

Zimmermann & Cunningham, 1991).

표상연결

대수기대와 표상연결 능력이라는 두 요소로 구분되

는 대수적 통찰을 증진시킴(Pierce & Stacy, 2002).

그래프의 방식이 특정 형태의 문제에 대한 기호적

해법의 대안이 되고 성취를 증진시킴(Mayes, 1993;

Bergsten,1996; Nasser & Abou-Zour, 1997).

다양한 기호의 화합을 이끔(Trouche, Drijvers,

2010).

문제해결
기본 대수 문제 해결에 다양한 발견적 접근을 가능

하게 함(Matas, 1999; Santos, 2000; Runde, 1997).

도구선택

학생들은 CAS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

항에서는 꼭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앎(McCare, Asp

& Kend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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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명료화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할 수 있음(Artigue, 2000;

Pierce & Stacy, 2002).

학습과정의 절차와 의미를 표출(화이트 박스), 새로

운 주제 학습을 하는 동한 사소해진 계산은 CAS를

이용(블랙박스)(Buchberger, 2002; Edward, 2003;

Drijver,1999).

통합 과정과 대상의 측면의 통합(Drijver, 2005).

실험학습

탐구

함수의 역동적 탐구가 가능(Goldenberg, et al., 1991;

Henessy, 1997; Hohenwarter, 2006).

귀납-연역-산출의 과정으로 발생의 수학을 경험, 수

학 실험 가능(Cnop, 2001; Kutzler, 2003)

간단한 기능으로 상위 단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

학습하게 됨(Kutzler, 2003)

기하

DGS

(동적 기하

DGS

문제해결

도형의 변환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도형 문제제시와 해결이

가능(Goldenberg & Cuoco, 1998; Jones, 1999, 2000;

Laborde, 1995; Mcley, 2002).

추상화
테크놀로지의 표상이 학생의 구체적 이해에서 추상

적 이해로 이동하도록 도움(Kaput, 1989).

역동성

상호작용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이미지를 역동

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상호적인 기능으로 역동적인

표상 탐구 가능-간단한 작도, 도형간의 관계, 측정,

변환, 조건 탐구(양성현, 2011,2012; Goldenberg &

Cuoco, 1998; Jones, 1999, 2000; Laborde, 1995;

Mcley, 2002).

패턴발견

추론

정당화

패턴의 탐색을 통해 귀납적 추론과 추론을 정당화하

는 능력을 촉진함(김남희, 2006; 김화경, 2006; 류희

찬, 2004; 박지현, 1999; 조완영, 2000; Jones, 1999,

2000; Mcley, 2002; Christou et al., 2004).

표상

다양한 도형 탐구를 통한 다수의 표상은 학생들의

이해를 발달시킴(Hiebert & Carpenter, 1992; Kaput,

1989).

실세계

탐구

실세계 탐구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Edwards &

Jon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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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특성 내용

통계

Fathom

Excel

실제

자료

활용

실제적인 자료, 대규모 자료의 수집과 처리 가능

(Johnstoon-Wider, 2005).

인위적으로 고안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적으

로 수집된 자료를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교수․학

습 상황을 좀 더 실제와 가깝게 만들 수 있음(이종

학, 2011)

탐구

구성

자료 탐색적 활동과 실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확률․

통계 영역의 내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념과 원리를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함(김원경, 이종학,

2011).

상호작용

상호적인 도구를 통한 변동성에 대한 감각과 공변량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Batanero et al., 1997; Cobb,

McClain & Gravmeijer, 2003).

표현
자료의 다양한 시각적 게시가 가능함(이종학, 김원

경, 2011).

태도개선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

함(Piotr, 2001).

컴퓨터의 활용이 급증하였으나 비싼 가격과 소프트웨어 개발 부족 및

사용의 어려움, 휴대의 불편함을 보완해주는 그래픽 계산기 등의 휴대용

테크놀로지는 수학학습을 위한 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하며 등장하였다

(Demana & Waits, 1994). 그래픽 계산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5년

이다. 그 이전에 계산기는 계산 정도만 가능하였고, 기호 조작, 수치적 계

산 능력은 물론 시뮬레이션 및 그래프의 시각화가 가능한 컴퓨터는 고가여

서 이러한 기존의 계산기와 컴퓨터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산기에 컴퓨터의

프로그램 및 시각화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 그래픽 계산기이다. 이후에도

더욱 발전된 그래픽 계산기들을 생산되었고, 이후 3차의 공간 기하를 시각

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CAS(Calculator Algebra System)를 포함한 그래

픽 계산기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길러 주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해준다.

스프레드시트를 수학교육에 활용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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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당시에도 스프레드시트의 교육적 사용이 가지는 잠재력이 많은 사

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가, Healey와 Sutherland(1991)가 초등학교 수준에

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한 이후에는 보다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수학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Bialas, 2001).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 후에는 스프레드시트를 수학교육의 어떤

측면에서 사용할 때 특히 효용성을 갖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다.

Friedlander(1998)는 복잡한 수식을 자동으로 계산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수

를 다루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보다 개념적이고 본질적인 수학적 내용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꼽았다. Masalski(1990)는

스프레드시트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만일 …라면’이라는 유형의 질문을 탐

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특히 스프레드시트는 수많은 셀마다 수식 입력 기능과 함께 다른 셀을

참조하는 기능이 있고, 참조되는 셀에 입력된 값이 변하게 되면 참조한 셀

의 값이 변하게 되어 참조한 셀을 자동 복사하여 만든 표나 그래프가 동시

에 변하게 된다. 이를 함수에 적용하면 함수의 관계식에서의 각 변수를 변

화시켜가며 함수의 특징이나 함수족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손홍

찬(2011)은 스프레트시트의 장점으로 반복적인 많은 계산을 수행하여 쉽게

볼 수 있는 표로 나타내줌으로써 변수들 사이의 관계와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식과 표, 그리고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화면상에

서 역동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스프레드시트는 여

러 가지 아이콘과 함수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시각

적이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프레드시트를 사용 하는 동안 학생

상호간, 교사와 학생, 컴퓨터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만들어주며, 문

제해결 도구로서 학생에게 산술이나 초기 대수의 영역에서 강력한 사고와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컴퓨터를 통한 자료 검색은 물론이고 기하학적 도형을 동적으로 직접

조작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Geometric Supposer, Cabri,

GSP, 대수 문자식의 처리능력을 가진 MathView, Maple, CAS 등은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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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역에서 학생들의 수학 원리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적극적으

로 활용되어 왔다.

그 중 Geometric Supposer, Cabri, GSP와 같은 탐구형 소프트웨어는

점, 직선, 그리고 원을 이용하여 여러 기하학적 표현을 쉽고 정확히 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개체가 움직이면 하위 개체가 따라서 움직이므로 도

형들의 관련성을 명백히 드러내준다. 또한 도형의 변환, 측정, 계산 등의

기능이 있고 도형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작도를 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고, 그 기록으로 다시 작도를 따라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 움직이는 도형으로 흔적이나 자취를

구하거나 도형의 성질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GSP

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지는 환경을 동적 기하 환경이라고 하는데, ‘동

적 기하(dynamic geometry)’란 용어는 Jackiw와 Rasmussen에 의해 만들

어진 뒤 많은 문헌에서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 DGS로 쓰이게 되었다

(Goldenberg & Cuoco, 1998).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는 평면도형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풍성하게 해

주며, 다양한 예들을 쉽게 만들고 이들의 중요한 성질은 유지한 채로 조작

을 통해서 도형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탐구와 추측활동을 할 수 있

게 해준다(Goldenberg & Cuoco, 1998). 최근에는 3D로 입체도형을 탐구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도형들을 작도하고

관찰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가설을 형성하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귀납적

또는 연역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며, 이를 정당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마우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직접 조작해 봄으로써 지필 환경에서 경험

할 수 없었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계산기와 함께 발달한 CAS는 초기에 이론물리학자의 과학적 목적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것으로 수량 계산뿐만 아니라 대수적 기호를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식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

면 식을 간단히 하기, 식의 전개와 인수분해, 벡터나 행렬의 계산, 방정식

풀이, 미분과 적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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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의 기능도 포함하

고 있다.

Heid(2003)에 따르면 CAS를 활용하여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에 이차방

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으며, 미적분학 과정의 학생들은 지필로 도함수

를 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주어진 영역에서 그 함수의 최댓값 또는 최솟

값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CAS릐 활용 효과는 일종의 비계설정으

로 설명할 수 있다(Kutzler, 2003). Kutzler(2003)는 CAS가 자동화나 보정

을 통해 수학적 절차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수학 학습에서 비계를 설정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장 3.2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001년부터 개발되어 보급된 GeoGebra는 동적 기하와 그래프 기능을

가지는 대수를 결합한 형태로, 대수, 미적분, 통계, 확률, 이산수학 등 수학

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호작용적 무료 소프트웨어로

서 최근에 활용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양성현, 2011; Bu & Schoen, 2011;

Hohenwarter & Preiner, 2007)

그 외에도 Fathom이나 엑셀 등으로 대표되는 통계 프로그램은 실제적

인 자료, 대규모 자료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하고(Johnstoon-Wider, 2005),

인위적으로 고안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교수․학습 상황을 좀 더 실제와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호적인 도구를 통한 변동성에 대한 감각 증진, 공변량

에 대한 이해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Batanero et al., 1997; Cobb,

McClain & Gravmeijer, 2003),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하는데 긍정

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Piotr,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학습의 맥락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

은 무엇보다도 표상들 간의 번역과 표상 내의 변형 능력을 갖춘 다양한 컴

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으로써 컴퓨터 보조 학습과 같은 예전의 컴퓨터

활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Kaput,

1992; Mariotti, 2002; Sfard & Ler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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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상호 협력적 테크놀로지의 활용

Sinclair & Jackiw(2005)가 제안한 세 번째 흐름은 최근 5내지 10년 전

부터 시작되어 앞으로의 지향할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그림 Ⅱ-1]에

서와 같이 개인 학습자의 학습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학습자, 교사, 수

업, 수업 실행과 교실 밖을 모두 고려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의미한다.

[그림 Ⅱ-1] 상호 협력적 테크놀로지 활용

환경에서의 관계(Sinclair & Jackiw, 2005)

이는 테크놀로지가 교실 내에서의 개별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실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하게하고 교실

밖에서도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측면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웹 기반 네트워킹, 모발일 등의 정보 통신의 기술

력에 힘입어 앞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협력 과

제 해결이나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며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특성을 더욱 증폭 시킬 수 있다. Johnston-Wider & Pim(2005)은

MathNet, Micromath 등 다양한 웹상의 수학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면서 온

라인상에서의 협력적 수학학습에 대해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허윤정, 권오

남(2002)은 실시간 웹 토론을 활용한 개방형 과제의 공동 해결에 있어 학

생들의 수학의 흥미와 의사소통 등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 Geogebra 등이 애플릿을 연동하여 자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Ⅱ-4>는 이러한

협력적 활용에 있어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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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특성 내용

Web-based

ICT

의사소통

인터넷은 수학 학습에 다양한 상호작용에 참여하

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수학적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함(Johnston-Wider & Pim, 2005).

협력학습

인터넷 기반 협력 학습을 지원함(Koschman, 1996;

Stahl et al., 2003).

구성을 논의하고 구성을 공유하며, 구성에 협력하

게 하는 방식으로 지식의 구성에 기여함(Resnick,

1996).

<표 Ⅱ-4> 상호 협력적인 테크놀로지의 활용 특성

이때 수학교육에서 고려할 것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협력적인 상황에

서 개인 학생을 지원하고, 서로 이질적인 교실 구성원 전체를 도울 수 있

는가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소외되고 어려운 교실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3.1절에서 세 가지의 흐름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결국 수학 교수․학습에

서 컴퓨터 학습 환경이 다른 유형의 학습 자료와 비교되는 것은 바로 3.2

절에 논할 컴퓨터 환경의 인지적인 특성 때문이다. 컴퓨터 학습 환경에서

는 수학적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표상을 제공해 주며 관계를 탐구할 수 있

다. 이런 인지적인 특성은 컴퓨터가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수학적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필 환경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직 학습하

지 않은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해 준다

(Bransford, Brown, & Cocking, 1999; diSessa, 2001; Roschelle et al.,

2000). 또한 다양한 도형들을 스스로 탐구해 보고 이런 경험으로부터 자신

의 추측을 기술하고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De

Villiers, 1998), 이와 더불어 수학수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서

이해의 폭을 넓고 깊게 해 주며 불필요한 단순한 계산에 투자되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좀 더 고등의 수학적 기능을 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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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진다(Burrill et al.,

2002; Ellington, 2003). 즉,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계산의 부

담을 줄이고 다양한 표상을 용이하게 해주며, 학생들의 사고의 초점을 맞

출 수 있음으로써 학습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학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Roschelle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활용 테크놀

로지는 기본적인 개인의 학습을 돕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평가의 본질을 생각할 때는 교사의 수업의 개선과 학습자의 학습을

향상을 방향으로 컴퓨터 환경을 활용하며, 나아가 평가에서도 상호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3.2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인지기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본격적인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수

학교육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교수 학습에 컴퓨터 기반 환경이 조성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들에서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수학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에 영향을 미

쳐왔다. 예전에 불가능했던 고차원의 수학 과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전에 지루하거나 복잡했을 계산이나 식

의 생성 및 조작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해소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Kutzler, 2003).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단순한 연장

이 아닌 정신의 도구로서 인식하고, ‘인지 기술(Cognitive technology)’로서

의 가치를 부여받기 시작했다(Minsky, 1983; Pea, 1985, 1987; Kutzer,

2003, 2008).

평가가 교수․학습의 정신적 도구라는 측면과 테크놀로지가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은 테크놀로지가 담당하는 역할에 달려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역시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역할

의 고찰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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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역할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

는 인지적 도구로서 정리한 학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자가 Pea(1985,

1987)와 Kutzler(2003, 2008)이다. 이들은 그동안에 개발되어온 다양한 소프

트웨어와 그 활용을 다음의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3.2.1 증폭자와 재조직자

Pea(1985, 1987)는 도구를 ‘사고와 학습, 문제해결활동에서 정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라고 보고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인지 기술’

로 설명한다. 그는 그동안에 수학교육에서 활용되어 왔던 Logo, 스프레드

시트,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Geometer’s Sketch Pad, Cabri gemetry),

CAS(Computer Algebra Systems) 등 테크놀로지가 수학교육에서 수행하

는 인지 도구로서의 기능을 증폭자와 재조직자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테

크놀로지는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

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

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Pea는 이러한 기능을 ‘증폭자

(amplifier)’라 하였다. 즉 기존 교육과정이 내용이나 학습의 구조는 변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학생들이 개념이나 원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더 빠르게

당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학습과 교육과정의 증폭자가

되는 것이다. 증폭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현재의 과제를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육과정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때의 테크놀로지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

성찰 및 증폭 도구인 것이다.

증폭자의 관점을 교육과정의 전달로만 이해하면 평가에서의 테크놀로지

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가령 교사는 학생들이 지필 계산 절차를 통

해 답을 구할 수 있음을 입증한 후에야 답을 검산하거나 알고리즘을 수행

하는 데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든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

의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평가에서는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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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 연산에 숙달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증폭자의 의미로 테크

놀로지를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사

고를 증폭하고 학습자가 평가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고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로 인식될 때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한편, Pea는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도구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재조직자(reorganizer)’라고 명명하였다. 테크놀로지는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여, 교육과정의 근본 속성과 배열을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CAS의 출현은 대수교육에서 핵심 적인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해

재고하게 하는데, Pierce와 Stacey(2002)는 대수 학습의 주요 요소로 ‘기호

감각’을 지목하였으며 기호 감각의 일부인 ‘대수적 통찰’을 대수 문제해결

의 핵심요소로 주목하였다. 즉 전통적인 대수 학습에서는 지필 조작이 핵

심능력인 것에 반하여, CAS 환경에서는 성공적인 대수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능력을 ‘구조의 인식’과 ‘표상 연결 능력’이라 고 보고, CAS가 이러한

대수적 통찰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Cabri Geometry, GSP,

Cinderella, GeoGebra, Autograph 등의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들은 유클리

드 기하와 해서기하에서 탐구적 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의 접근에 있어 과정

을 중시하고 추론과 정당화 등 높은 차원의 사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

를 가져왔다(Kutzler, 2008). 이러한 예는 테크놀로지가 교육과정과 수학적

사고의 재조직자로서의 역할은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Kilpatrick와 Davis(1993) 역시 수학교육과정에서 컴퓨터가 단순히 증폭

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 수학교육과정 개정에서 숙고되어

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미래사

회에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에서 현명하고 인간

적인 시민이 되려면 학생들은 어떤 수학을 학습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것이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수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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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CTM(2000)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생들은

복잡하거나 큰 수가 포함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용이하며, 동

적 기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조사하고, 변환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함

수족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을 도우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통계나

이산수학 등의 많은 수학 내용들이 수학교실에서 새롭게 조망되는 등 수학

의 경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개발 및 활용을 고찰할 때, 우리

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증폭자와 재조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Kutzler, 2008). 즉, 테크놀로지 활용의 주요 목표는 변화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의 전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또는 교육과정

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를 증폭시키는 역할인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것과 사고를 재조직하는 역할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는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는 평가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3.2.2 자동화와 연결

Kutzler(2003)는 테크놀로지가 수학교육에 갖는 교수학적 기능을 설명하

기 위하여 계산 과정을 신체활동인 이동과 그에 따른 운송수단 등에 비유

하여 설명하였다. 이동의 수단으로서 ‘도보’는 암산과 같은 머리로 하는 계

산에 비유된다. 이는 순전히 지력이라는 신체적인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일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지필을 활용한 계산’

에 해당된다. 앞서 두 유형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고도 우리 교실과

학습에서 충분히 가능하여왔던 것이고 강조되어 지금까지 활용해온 유형이

다. 좀 더 나아가 ‘자동차 운전’의 은유는 계산기와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

즉 ‘자동화(automation)’에 해당된다. 자동차를 통해 원거리를 빠르게 이동

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기나 컴퓨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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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계산은 다른 면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때 혹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Kutzler는 이를 ‘휠체어’에 비유하여 이때 테크놀로지의 ‘보정

(compensation)’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가령 일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등식의 성질의 이해 및 그 변환’과 ‘식을 간단히 하기’ 라

는 두 능력이라 할 때 학생이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계산이 미흡해서 틀릴 수 있는 경우는 ‘식을 간단히 하기’가 목적이 아니라

면 식을 간단히 하는 기능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등식의 성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을 ‘비계 방법(scaffolding method)’라 칭하고, 전제 조

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이더라도 높은 수학적 지식을 세우는 것을 근

본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수학적으로 약점을 지닌 학생들

에게 그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의무이며,

인도적 행위인 동시에 공평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하였다. 그래야 학

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

회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계산기와 컴퓨터는 수학적 약점을 지닌 학생이

심화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주는 탁월한 수학적 보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utzler(2008)는 이전의 Pea(1987)나 Heid(1997) 등에서 논의된 증폭의

개념과 자신의 자동화 및 보정의 개념을 확장하여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

로지의 역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구조화 된 역할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Ⅱ-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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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수․학습 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자동화

(automate)

보정 (compensate)

증폭 (amplify)
해결(solve)

탐구(explore)

연결

(connect)

표상 (representation)

기록/문서 (document)

의사소통 (communicate)

<표 Ⅱ-5> Kutzler가 제시한 테크놀로지의 역할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하고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자동화’를 언급하였으

며, 학생의 학습 현 상태에서 학습을 돕는 역할로 ‘연결성’을 언급하였다.

자동화는 다시 그가 이미 이전에 언급했던 보정의 역할과 증폭의 역할로

구분하고, 다시 증폭은 다시 그 목적에 의해 문제해결과 탐구의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연결성은 연결의 대상의 측면에서 다시 모델이나 표상간의 연

결과 표상과 학습자와의 연결, 그리고 학습자 간의 연결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표상, 기록, 의사소통으로 명명하였다. Kutzler(2008)가 설명하는 각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보정

보정은 이전 단계에서 결손을 보완하여 다음 단계의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거나 의미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것을 보완해주는 것

을 의미한다. 가령 방정식   를 학생이 푸는 상황을 가정해 보

자(Kutzler, 2008). [그림 Ⅱ-2]에서처럼  의 단계에서 한 학생이 3으

로 양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3으로 빼서  라는 답이 나왔다고 가정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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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

     

[그림 Ⅱ-2] 방정식

     풀이과정

이 문항에는 대수적으로 다른 수준의 두 과제가 존재한다. 등식의 성질

을 이용하여 동치로 변환하는 것과 식을 간단히 하는 것인데 이 학생의 경

우 동치로 변환하는 것에 동기화되어 좌변에  를 구하기 위해 간단히

하는데서 –3을 결정하고 그 계산은 오른쪽만 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경우 CAS와 같은 테크놀로지는 [그림 Ⅱ-3]와 같이 양변에 3을 빼는

결정에 대해 동치변환은 바르게 해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줌으로써 학

생이 기대했던 답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

[그림 Ⅱ-3] 컴퓨터 환경에서 대수식  에서

양변에 3을 뺀 결과 화면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은 좋은 전제조건이다. 이 경우

학생은 더 이상 ‘식 간단히 하기’의 오류에 방해 받지 않고 등식의 변환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예가 테크놀로지를 보정의 도구로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 즉,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높은 수학적 지식을 세우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기초 기능의 일부는 더 발전된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기보다

는 기능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으므로 테크놀로지는 비계 방법으로 작용한

다.

2) 증폭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찬성하는 측은 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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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필수적인 정신

적 능력, 즉 암산, 정신적 대수, 함수 능력 등을 기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학적 능력은 우

리가 해결하는 수학 문제의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어느 도구를 가지고

어느 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상생활에서 도

구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데 문제 상황과 그 목적에 따라 다르듯이 수학적

도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Kutzler(2008)가 도구의 활용 목적으로 문제해결

과 탐구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문제 해결은 교실에서의 근본적 질문

은 우리는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가, 해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

였다. 이에 따라 사고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사칙연산조차 평가에 도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때는 모든 도구를

허락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수학적 지식에의 접근 방식에서도 사고의 전

환을 요구한다. Kutzler(2003)는 인식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수학적 발견의

주요 단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진 적용 과정은 사

례를 만들어내고, 이 사례로부터 귀납적으로 표현된 속성들을 관찰하고, 지

식을 추측한다. 추측에 대한 증명은 정리, 다시 말해, 보증된 지식을 산출

해 낸다. 알고리즘으로 활용 가능한 정리의 일부는 새로운 알고리즘 안에

서 실행된다. 그 알고리즘은 새로운 자료에 적용되어, 새로운 사례를 산출

해 내고, 그것은 새로운 관찰, 새로운 추정을 이끈다고 하였다. 그는

Buchberger(1989)가 처음 제안한 ‘실험, 정교화, 적용’으로 이어지는 창조의

세 단계를 학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수학적 지식의 발전 경로를

서술하는데 사용하여 이 세 단계를 각각 ‘귀납, 연역,산출’로 보다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탐구형 수학 소프트웨

어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르쳐지는 거의 모든 주제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3)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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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표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표상은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표상은 다양한 관

점과 같다. 기본적인 수학문제해결의 기술 중의 하나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의 표상을 찾는 것이다. 즉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해를 찾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도

시에서 두 지점에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높은 기구에서 보는 관점

인 지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점을 사용한다. 그런가하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인근 언덕에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교회의 주요

문의 색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다(Kutzler, 2008).

수학에는 많은 표상의 변화가 있다. 어느 경우에는 대수적인 표상에서

수 또는 그래픽 표상으로의 변화와 같이 유형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0의 값에서 출발하여 0.1씩 증가하는 표에서 1에서 0.5씩 증가하는

표로 보는 경우나 점의 범위를 다른 범위로 옮겨하는 것과 같이 같은 표상

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계산에서 ‘식을 간단히 하기’를 생각해 보면

1+2는 3으로 다시 쓰고,  로 표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그림Ⅱ-4]는 대수식    의 다양한 표상을 보여준다. 쌍방향 화살

표는 동치관계를 나타내고, 한 방향 화살표는 정보의 손실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즉   은  로 돌아 갈 수 있지만,

는 역으로 불가능하다(Kutzl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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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대수식    의 다양한

표상(Kutzler, 2008: 14)

수학을 하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수학적 대상의 다른 표상을 동시

에 포착하여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유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수학교

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학생들이 스

스로 이러한 능력을 바로 갖기는 어렵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역할을 도

울 수 있다. 한 화면상에서 두 표상을 두고 한쪽 표상이 수정, 변경될 때

다른 표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이는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학적 접근이다. 따라서 좋은 교수․학습 도구는 대수적,

그래프, 수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결국 동적으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4) 기록

전통적인 평가에서는 문제의 해가 중요하고 학생들의 지필 연산 능력이

중요하다. 테크놀로지로 인해 이러한 것은 변화한다. 특히 방정식의 해를

찾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일, 두 곡선이 교점을 찾는 일 등은 다른 종류의

문항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키와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요

구되고 이 역시 수학적인 작업이다. 왜냐 하며 누가 명령어나 키를 더 많

이, 또는 덜 선택하여 사용하는 지에도 수학적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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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수학 활동은 지필에서의 수행보다는 더 적은 시간

이 요구된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과가 그만큼 덜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답이 아닌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의 기록은 단순한 답의

좋은 대체가 되었다. 실험과 문제해결의 기록은 교수과정에서, 또 학생의

개념 발달 측면에서와 평가에서 모두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Kutzler, 2008).

기록과 관련한 테크놀로지의 큰 특징은 우선 관심의 초점을 알고리즘의

실행해서 수학적 활동의 기록으로 옮겨가게 한다. 즉 수업 또는 평가에서

기록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테크놀로지는 기록의 생산을 지원한다. 수학

교수․학습과 평가에 있어 좋은 도구는 문서 제작 등을 쉽게 하고 표상의

변환이 쉬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활동이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

재라는 중심 생각을 반영한다. 수학적 과정에서 강조하듯이 수학적 의사소

통은 수학 학습의 기본적 요소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문서나 말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때 논증과 설명, 이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온

라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는 능동적

인데 반해 학생은 수동적이지만 테크놀로지 기반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

로 활동하고 교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테크놀로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수학은 혼

자 학습하는 것이었으나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에게 팀으로 탐색하거나 문제

를 해결하는 팀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학생 자신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

통을 지지하며, 이러한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동과제는 학생

들에게 수학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

다.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는 공동과제 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의사소통

을 가능하게 하고, 수학 교수․학습에 있어 좋은 도구는 학생간의 학생 교

사간의 의사소통을 지지해야 한다(Kutzl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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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학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Pea

(1985)

Kaput(1985), Papert(1980) 등의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연구와

Dewey(1938), Bruner(1969), Schoenfeld(1985) 등의 학습이론과

연결하여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인지 기술’로

표현, 인지 기술을 ‘사고와 학습, 문제해결활동에서 정신적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로 정의

인지 기술을 증폭자와 재조직자로 나눔.

수학교육에서 인지 기술은 CAS, 마이크로월드, DGS, CBL,

MBL 등의 교수․학습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

Pea

(1987)

교육적 테크놀로지는 수학적 사고를 촉진함.

인지 기술은 인간의 분석, 반성, 논의 등의 사고과정의 중간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

인지 기술의 역할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있

음. 이때, 동기화를 강조하는 목적적 작용과 문제 해결, 표상의

통합 등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는 과정적 작용이 있음

Kilpatrick

& Davis

(1993)

수학교육에서 증폭자뿐만 아니라 재조직자로서의 테크놀로지

의 역할 강조

Heid

(1997)

테크놀로지가 재조직자로 인식될 때 양적인 훈련보다 본질적

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인지 기술이 수학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수학적 표상

을 외연화하는 데 있어 명료성 제공, 도구 사용과 선택이 중요

한 요소가 됨.

수학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학적, 실제적, 공학적 세계를 탐

색하게 하는 데 역할이 있음

<표 Ⅱ-6> 인지 기술로서의 테크놀로지의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역할

3.3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인지기술의 함의

3.1에서 논의한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과 특성을 기반으로

3.2에서 살펴본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인지 기술로서의 역할을 주요

연구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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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학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Kutzler

(2003)

수학교육에서 기술공학이 갖는 교수학적 기능을 신체활동인

이동과 운송에 비유하여 자동화와 보정으로 구별하여 설명

계산기나 컴퓨터는 경시, 실험, 시각화, 집중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교수학습 도구로서 가치를 지님

보정에 의한 수학적 개념과 기능에 있어 경시와 집중은 학생

들이 심화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계 역할을 함

Kutzler

(2008)

테크놀로지는 수학 학습의 현 상태에서는 연결, 더 나아가는

데는 자동화로서 작용.

자동화는 보정과 증폭의 두 가지 동기가 있고, 증폭은 해결과

탐구의 두 가지 목적이 있음.

연결은 그 차원에 따라 표상, 기록, 의사소통으로 나뉨.

<표 Ⅱ-6>에서 나타나 있듯이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테크놀로

지의 인지기술로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증폭’ 과

‘보정’을 강조하고 있고, 컴퓨터의 역동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표상’과 표상

의 외연화를 통한 ‘기록’,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수학교육에서 인지 기술의 관점은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컴퓨터 기반 환경의 역할을 제고한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에도

의미 있는 관점일 것이다. 앞서 제시한 테크놀로지의 역할은 수학의 교육

학적 입장을 실현시키는 테크놀로지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수학의 내용적 특징을 바탕으로 컴퓨터 환경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각기 다양한 수학 내용 영역에 바탕을 둔 교수․

학습에 활용되었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맥락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각의 주요 역할은 수학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적 과정의 기

준들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외 수학 교육과정

은 수학의 내용과 함께 과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NCTM(2000)은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표현, 연결성을 주요한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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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

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표현과 연결은 이 세 가지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

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1a, 2011b, 2012). 지필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표현과 연결이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의 도구적 성격으로 평가의 측면

으로 고려할 때 가시적으로 드러내어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각적 표현 보다는 언어적인 표현에 의존하고, 수학 외적 연결성을 강조

하기 보다는 수학 내적연결성에 초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보는 이유가 타당

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3절에서 살펴본 수학 교육에서의 테크놀로

지의 인지적 역할을 고려할 때, 표현과 연결은 컴퓨터 환경의 강점과 역할

을 통해 더욱더 가시화 될 수 있고 강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5]는 앞서 Ⅱ장의 3절에서 고찰한 테크놀로지가 수학 학습과

평가에서 작용하는 인지 기술로의 역할과 Ⅱ장의 2절에서 고찰한 수학적

과정을 연결한 것이다. 각 연결선은 테크놀로지의 기능에 의해 지원되거나

강조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Ⅱ-5] 인지 기술과 수학적 과정의 관계

[그림 Ⅱ-5]에서와 같이 수학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인지 기술의

측면은 다섯 가지 수학적 과정이 골고루 부각되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인지기술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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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자극하는 것이 증폭으로서 테크놀로지의 역

할이다. 이 역할은 문제해결과 탐구를 촉진함으로써 수학적 과정의 문제해

결과 추론과 관련되고, 계산기와 컴퓨터를 통한 수학적 약점을 지닌 학생

에게 도움 제공하는 보정의 기능도 문제해결과 추론에 있어 학생들을 돕는

다. 다양한 표상간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표현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표현과

연결되고 문제의 해보다 과정을 강조하고,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의

역할은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제해결에서 과정을 반성하게 하고, 의사

소통을 촉진한다. 또한 인지기술의 의사소통의 역할은 수학적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다만 수학적 과정 내의 항목들은 상호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많은 연결선을 가정해야 할 것이지만, 3.2절에서 살펴본 테크놀로지의 인지

기술의 예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관계가 드러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

타내고자 하였음을 밝혀둔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인지 기술적 역할 중 자

동화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수학적 과정 실현의 전반에 걸친 배경적 요

소라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서 표현은 문제를 연결하거나 탐구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다. 학생들의 학습에 표현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

서 보고되어 왔다(Bruner, 1966; Clements, 1999; Cuoco & Curcio, 2001;

Goldin & Shteingold, 2001; Greeno & Hall, 1997; Kilpatrick, Swafford &

Findell, 2001). 표현은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지지하고, 수학적

사고를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이다(Kilpatrick, Swafford & Findell, 2001).

학생들은 그들이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

울 때 이해를 돕는 데 표현을 활용한다. 더욱이 말로하지 않는 대상, 그림,

기호 등은 학생들의 수학적 혼동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이 밝혀졌다

(Flevares & Perry, 200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다양한 표상 또는 표현

의 활용과 표상 간의 연결을 지지한다. 특히 시각적 표상을 다양한 방법으

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 가령 CAS나 GeoGebra의 경우 대수적 통찰

의 틀 안에서 기호적 표상과 그래픽 표상의 연결 등을 ‘표상 연결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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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지필 환경에 비해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기호, 그래프, 수치

표상 간에 전환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학생들은 구조나 패턴을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명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Pierce &

Stacey, 2002).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연결성 역시 구체화 될 수 있다. 지필환경에서

는 문제의 이해의 단계의 문제 상황의 제시부터 복잡한 계산이 들어 있는

실제적인 실생활 맥락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상황에서나 타 교과에서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해결과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

를 통해 수학의 외적 연결성과 그 유용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고 표

상간의 연결을 통한 개념간의 연결을 통해 수학의 내적 연결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탐구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관점에서 서두에 언급했던 수학 평가의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인지기술의 역할은 학생들의 도달해야할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다시 반영하는 평가의 본질적

기능과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평가가 맥락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행

동임을 고려할 때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이

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기능을 통해 문제 상황과 의사

소통,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지지하며 학습자들이 활동적인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한 평가는 종국에는 교수와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4.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4.1 컴퓨터 기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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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공학 기반 평가를 시도하고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Scheuermann & Jörnsson, 2009; Scheuermann & Pereira, 2008).

그 예로 룩셈브룩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평가를 즉각적으로 온라인 테

스트로 전환하였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각 나라 개별 컴퓨터 기반 평가와

PISA의 평가를 포함하여 실행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컴퓨터 기반평가는 PISA 2003 평가틀을 확장해 구성하였

다(Plichart, el al., 2004; Plichart, el al., 2008). 영국의 경우에도 2003년

World Class Test(WCT)를 기반으로 컴퓨터기반 평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Freudenthal Institute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컴

퓨터 기반 평가를 연구 중이다(Pead, 2010; Kolovou, & Van den

Heuvel-Panhuizen, 2010). 미국의 경우는 대규모의 총괄평가에 기술공학이

활용되는 예 많이 있고, 그 중 NAEP의 컴퓨터 기반 수학시험의 경우 다

양한 전달 방식 볼 수 있다(Sandene et al., 2005). 최근에 CCSS의 보급과

실행의 일환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연구 중에 있다. 국제 비교 연구인

PISA에서도 과학과 문제해결, 디지털 읽기 소양 평가에서 이미 컴퓨터 기

반 평가가 이루어졌고 수학에도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공통의 평가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ICT 소양 평가 검사도구

연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20111, 2012년 컴퓨

터 기반 문제해결 평가 모형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백순근 외, 2010;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2012년 국가단위 대규모

컴퓨터 기반 평가로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수리활용 영역에서 대규모의 컴

퓨터 기반 수학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노국향 외,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2).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종합적 관점을 탐색하기 위해

컴퓨터기반 평가의 개념과 유형 및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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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컴퓨터기반 평가의 유형과 개념

최근의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의 경향은 컴퓨

터가 효율적인 평가 관리와 정확한 성적 처리를 위한 보조 도구가 아닌 전

통적인 지필평가(Paper Based Test: PBT)의를 대신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로 인정받고 있다(Hwang, Yin & Yeh, 2006). 컴퓨터 기반 평가란 컴퓨터

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하며, 성

적 처리, 성적 보고와 같은 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모니터를 통

해 평가 문항을 읽고 키보드, 마우스, 전자펜을 통해 정답을 입력하며 결과

및 피드백도 CB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이다(Haung, Lin

& Cheng, 2009; Luavia, 2007).

CBT는 학생들의 문항 반응에 따라 문항 제시 방식에 변화를 주어 학생

수준에 적합한 문항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컴퓨터 적응 평가의 형태

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을 웹기반 평가, 개인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모바일 기반 평가로 지칭하기도 한다(Segall, Doolen &

Porter, 2005).

또 평가의 목적에 따라 수험자 스스로 단원을 정하고 문항수준을 조절

하여 수행하는 평가 방식인 자율형,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동시에 학습적인 측면을 가진 온라

인 교육형, 그리고 일제 고사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명화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칭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는 웹과 모바일 등의 전송수

단을 포괄하여 학생의 평가 수행을 포함한 평가의 전 과정이 컴퓨터 시스

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정보통

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라도 이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용이 가

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라 한다.

4.1.2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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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hardt와 Pead(2003: 15)는 이전 연구와 자신들의 컴퓨터 기반 평가

개발 경험이 베추어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언

급하였다.

▪경제성: 전통적인 지필 평가에 대비해 경제성을 가진다.

▪자동 수집: 간단한 수, 문자 구문으로 표현하거나 선택형 답안, 또는

‘드래그 앤 드롭’ 형태의 위치 정보 등의 간단한 학생들의 반응을 자

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 채점: 간단한 학생들의 답안은 사람의 판단이나 해석 없이 기계

적으로 채점이 가능하다.

▪새로운 형태의 과제 제시: 멀티미디어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과제제시가 가능하다.

가령 [그림Ⅱ-6]의 문항은 다양한 형태의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Mathematics Assessment Resource Service (MARS)에서 시행된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평가의 선택형 또는 단답형 문항의 예이다.

[그림 Ⅱ-6] 9세용으로 제작된 MARS의 ‘곤충’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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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6]의 문항 2001년 9세용으로 제작된 곤충을 분류하는 문항이다

(Burkhardt & Pead, 2003: 135). 오답형의 문항으로 빈칸에 제공된 알맞은

구분 상자를 드래그 앤 드롭의 기능만을 사용하여 곤충을 분류하는 문항이

다. 앞서 제시한 전통적인 지필평가에 비해 경제적이고 자동 수집과 채점

이 용이하며 그러면서도 실제로 조작으로서 분류를 경험할 수 있게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한적인 종류의 과제이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평가의 협의적인 의미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Ⅱ-7]은 좀 더 복잡한 형태 개방형의 문항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의 상호성과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보여주는 예이다(Burkhardt & Pead,

2003; Pead, 2012).

[그림 Ⅱ-7] 13세 학생을 위한 MARS의 ‘해바라기’ 문제 

이 문항은 13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학생들이 마이크로 월드에서 간단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실험하고 탐구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해바

라기를 높이 자라게 하기 위해 두 가지 비료 A, B의 양을 조절하여 그 적



- 73 -

절한 양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학생은 직접 과학자가 되어 실험을 하고 이

때 양을 키보드로 입력해야 하므로 이 기능이 기본이 된다.

이 문항의 장점은 실제로 학생들이 모의실험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선

택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바라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학생들이 탐

구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환경을 단순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평가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

으로서 멀티미디어의 잠재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요인이 두 가

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문항을 해결하는데 풍부하고 자연스런 환경

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컴퓨터 기반 평가는 평가의 시행을 개별화

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즉시 학생에게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과

정의 추적을 통한 과정 평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시험지로 구현하기

힘든 시뮬레이션이나 동영상, 음향 자료 제공에 따른 보다 종합적이고 실

제적인 문제 상황 제시 및 정보 검색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 제공 등

을 통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에서 지필평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의 다

각적인 평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이루

어지는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의 정확한 채점과 피드백은 자기 주도 학

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Gadner,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가능성에 불구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는 프로그

램 설치나 컴퓨터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는 부담감 등의 준비과정과 함께,

접속의 어려움, 도움의 부족, 활용능력의 한계, 답안 및 채점 오류 등의 시

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눈의 피로감이나 읽기와 이동의 어려움

등 모니터를 통한 문제 풀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평가 문

항의 배부와 자료의 수집, 평가 관리자의 표준화, 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기

계 채점 가능성, 수험자를 위한 추가적 도구 제공, 상호작용적 문항 형태

등 고려 할 부분도 있다(Bridgeman, 2009). 컴퓨터 기반 평가는 장점과 단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극대화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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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1.3 컴퓨터 기반 평가의 발전

컴퓨터 기반 평가의 발전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1990년대 전후

로 고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선택형 평가의 성장이 계속되

고, 통합 교육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학습 도구의 정교한 개발이 진지하

게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으로 온라인 테스트

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체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술적, 교육적 도전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시기의 컴퓨터 기반 평가의 발전과정을 그와 관련된 연구의 발전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필평가의 대체

초기의 컴퓨터 기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지필평가를 더 효과적으로 평

가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즉 기존 지필평가 내용과 컴퓨터 활용 평가

한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컴퓨터 기반 읽기와 수학 평가

의 메타 분석 결과 지필평가와 컴퓨터 기반 평가에 점수 상 큰 차이 없다

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Wang, et al., 2007). 그러나 문제 유형이나 학생들

의 과제 접근방법에는 차이를 보였음을 나타내는 연구도 있었다(Johnson

& Green, 2007). 이때 특별히 쓰기 과제 수행에서는 컴퓨터 친숙도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는 연구도 있었다(Horkay, Bennett, Allen, Kaplan & Yan,

2006).

Weiss와 Kingsbury(2004)는 학생들의 문항을 역동적으로 사용하여 기

존 형태의 평가에서 보다 더 수준 높고 정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지필평가의 고정된 유형에 비해 다양

한 유형의 과제와 문항이 표현될 수 있음을 보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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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영역의 확장

제한된 지면에서의 학생들의 답은 선택형과 닫힌 문제를 정형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과 넓은 범위의 평

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사례는. PISA 2006의 컴퓨터기반

과학평가에서 지필평가와 컴퓨터 기반 평가의 상관관계는 0.9로 높았지만

지필평가와 컴퓨터 평가에서 과학지식과 과학이해의 두 측면이 차이가 있

었다(Martin, 2008). 또 ICT환경에서 아이슬란드 학생들은 컴퓨터 친숙도,

동기, 노력과 무관하게 ‘읽기 부하’에 따라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Halldórsson, McKelvie & Bjornsson, 2009).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과제 외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과제의 전달 방식에 관련된 특성에

의한 차이가 있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필평가의 대용이라는 의미보다는 지필평가 문항에 대응되는

차원과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차원의 두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다(Martin,

2008). 다시 말해 지필평가의 대용이라기보다는 기존 영역에서 컴퓨터 기

반 환경에서의 적절한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3) 새로운 내용의 평가

컴퓨터 기반 평가의 실행을 거듭하며, 그동안 평가하기 어려웠던 것들과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 평가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Bennett 등(2007)은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해결문항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고, Wirth & Klieme(2003)은 문제해결에서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분석적 측면과, 문제해결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용

한 역동적인 측면의 탐구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Kyllonen(2009)는 컴퓨터 기반 평가를 통해서 팀워크, 창의성, 의사소통 등

평가도 가능함을 보였다.

지필평가 문항에서 평가되었던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필평가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정의적, 인성적 영역, 수학적 과정 지식 및 능력 평가가

가능해짐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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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의 역동성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진행과정, 접근 자료의 선택, 답

에 대한 결정 등 모든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의 흔적을 기록하고, 이를 분

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Ainley, 2006; Hadwin, Wynne & Nesbitt, 2005;

Barmby et al., 2009; 김영재, 임철일, 한민수, 2012). Kyllonen (2009)의 경

우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시간 기록을 과제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과

평가에서 선택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지금의 컴퓨터 기반 평가는 단순히 답만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시간의 기록 및 그 분석이 가능해졌

고, 평가의 영역의 확장과 새로운 평가를 넘어 평가 결과 뿐 아니라 학생

들의 수행 과정을 모니터하고 이를 학습에 피드백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이 가능해졌다.

4.2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컴퓨터기반 평가의 강점을 바탕으로 수학 평가에서도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가 연구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

한 연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

고 있는 Freudenthal Institute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과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국제성취도비교 연구인 PISA의 2012년 컴퓨터기반 수학평가, 미국의

대규모 평가인 NAEP, 영국의 World Class 평가 등 주요 국가의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 연구와 문항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고찰한다. 공개된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개발을 위한 각 문항

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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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사례

1) Freudenthal Institute 의 GALOIS 프로젝트

Freudenthal(1973)이 인간 활동으로서의 수학에 기초를 두어 주장한 현

실적 수학교육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이 수학을 이끌어 내어 조직화

하는 수학화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1970년대부터

RME 철학을 바탕으로 수학교육을 개선하면서 수학교육에 맞는 적절한 평

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으로 평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

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OECD의 PISA 의 평가틀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주축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

라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해오고 있다. 이중

GALOIS12)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RME의 교육적 철학을 바

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직접적이고 보조적으로 돕는데 활용할 형성평가

및 연습용 자바 애플릿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념을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델형과 기능을 숙달시키기 위한 연습형

으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그림 Ⅱ-8]은 GALOIS 프로젝트의 문항의 예이

다(Heck et al., 2007: 4).

12) 네델란드어의 약어로 ‘학교에서의 통합적 대수 학습 환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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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GALOIS 프로젝트 ‘넓이 대수’ 문항

‘넓이 대수’ 문항은 학생들이 사각형이 나타내는 넓이나 둘레의 대수적

표현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즉 대수와 기하의 두 표상간의 관

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이다.

녹색 마크와 붉은색 십자가로 답이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문항번호에 붉은색, 오렌지색, 녹색등으로 답이 불완전한지 정확한지 등을

보여 줌으로써 다시 시도해보거나 다른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게 하고 있

다. 이는 자동화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평가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항과 피 시험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진작 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비슷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한다.

Freudenthal Iinstitue에서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릿

은 WisWeb 13) 라 불리는 사이트에 수록을 해놓았다. GALOIS 프로젝트

에서 발전된 대수 문항도도 포함하나 도형과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영역에

서 애플릿이 개발되어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데 활용하도록

13) 100개이상의 애플릿이 교실에서 활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ttp://www.fisme.science.uu.nl/wisweb/en (2013년 현재)에서 예시 문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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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많은 애플릿 들이 직접 조작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틀렸을 경

우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평가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와 표상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컴퓨터 환경에서 더 기능적으로 제시하는 문항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2)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PISA는 매 주기별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PISA 2006의 컴퓨

터 기반 과학검사, PISA 2009의 디지털 읽기 소양평가, PISA 2012의 컴퓨

터 기반 문제해결력 평가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CBAM)가 이에 해당한

다. 2012에서 처음 시행된 CBAM는 수학 내용과 수학적 과정, 맥락의 수

학 지필검사와 같은 평가 틀을 가졌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평가를 고려했

다기보다는 지필평가에서의 일반적인 수학 평가를 제안한 것으로 보다 세

부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에서의 각 내용 영역과 각 수준과 관련한

평가 요소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박지현, 권오남, 2012).

PISA 2012 평가틀(OECD, 2010)을 바탕으로 조지민 등(2011, 2012)의 국

내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평가 틀의 각 영역과 관련하여 컴퓨터 수학

도구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수학적 내용에서 컴퓨터 활용

수학적 내용지식의 영역은 '변화와 관계', ‘공간과 모양', '양', '불확실성

과 자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PISA 2012 평가틀(OECD, 2010)과 우리나

라 예비검사 결과보고(조지민 외, 2011)에 따르면 각 수학적 내용 영역과

그와 관련하여 가능한 컴퓨터 수학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와 관계’는 대수식 방정식과 부등식, 표와 그래프 표현을 포함하는

함수 및 대수와 관련된 수학적 내용은 현상을 기술하고 모델링하며 해석하

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PISA 2012의 CBAM 변화와 관계에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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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미지, 서로 연계된 동적인 표현들을 제시하고, 함수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공간과 모양’은 시각적 세계와 관련하여 CBAM에서는 학생들이 정확

한 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형을 움직여 보고 3차원에서 기하학적 대상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지도를 확대하거나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계획한 경로를 나타내거나 측정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양’은 실세계에서는 측정에 대한 이해와 양적 추론 활동이 포함된다.

CBAM에서는 테크놀로지의 계산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계산 자체에 구애

받지 않고 문제의 의미와 풀이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필 평가

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수치적·통계적 계산이 포함된 문항을 다룰 수 있

다.

‘불확실성과 자료’와 관련해서는 CBAM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큰 자료

들을 다룰 수 있으며, 자료들을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생들은 자료를 다루고 분석하고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며,

자료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관련된 표현들은 학생들이 자료를

다른 시각에서 관찰하고 서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난수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확률적 상황을 다룰 수 있

다.

② 수학적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PISA에서는 수학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정의하고 있다. PISA 2012 평가틀에서는 문항을 푸는 데 사

용되는 수학적 능력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기본 수학 능력은 의사소

통, 수학화, 표현, 추론과 논증,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고안, 상징적․형식

적․기법적인 언어와 조작의 사용, 수학적 도구의 사용 능력이다. 이중 마

지막 ‘수학적 도구의 사용’ 능력은 수학적 도구로는 측정 도구와 계산기와

같은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반 도구를 포함한다. 또 수학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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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사용 능력은 수학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의 장단점을 인식하는

지식을 포함하고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OECD, 2010).

한편, 수학적 도구 사용 능력은 ‘수학적 과정’의 하위 영역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다. 상황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하기 과정과 관련하여 수학적

도구사용 능력은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수학적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

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때의 수학적 도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물리적 도

구와 컴퓨터 기반 도구를 모두 포함한다. 수학적 개념과 사실, 과정 그리고

추론을 ‘이용하기’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수학적 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와

그 과정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다양한 도구의 사용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해가 포함된다. 수학적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평가하는 ‘해석하기’ 과

정에서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주어진 맥락문제의 해의 수학적 타당성

과 한계 및 제약을 알아내는데 이용하는 능력과 관계될 수 있다(박지현,

권오남, 2012).

이와 같이 내용영역과 과정영역 모두에서 수학적 도구의 사용은 관련이

있고 이를 CBAM의 평가와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나 PISA의 기본틀은

각 영역과 수학적 도구의 사용의 관계만 밝힐 뿐 구체적인 평가의 방향이

나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③ CBAM 예시 문항

OECD 및 PISA 국제본부에서는 PISA 2012 예비검사가 끝난 뒤 새롭게

도입된 CBAM의 특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본 검사 문항으로 채택되지 않

은 문항 중 일부 문항을 공개하였다. [그림Ⅱ-9], [그림Ⅱ-10]는 이중 ‘그래

프’ 문항이다. 모두 세 문항이 한 세트로 이루어 져있으며 학생들이 주어진

맥락에 맞는 그래프가 되도록 축을 선택하고, 막대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과학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며 수학적 내

용으로는 ‘불확실성과 자료’, 수학적 과정으로는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

고 있다. 문항의 풀이에 요구되는 지식은 중학교 1학년 ‘확률과 통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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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는 실생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막대그래프 나타내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문항의 수학적 내용 분류가 불확실성과 자료로 구분되어 있

지만, 두 변량의 변화와 관계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해결 가능한 문항

이다(조지민 외, 2012).

[그림 Ⅱ-9] PISA 2012의 CBAM 공개 문항 ‘그래프’-과제1

첫 과제는 주어진 그래프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좌표축을 찾는 문제이다.

이 경우는 선택형 문항으로 해당 답에 클릭하는 기능 외에는 요구하지 않

고 있다. 이것은 지필평가에서 제시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 문항

은 어떤 국가의 10년간 석유 매장량을 가로축이 시간(단위: 년), 세로축이

석유매장량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구성형 문항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석유

매장량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그림 Ⅱ-9]와 [그림 Ⅱ-10]과 같이 그래

프 오른쪽에 제시된 막대를 드래그 하여 좌표평면에 작아지는 순서대로 배

열하여 정답을 나타낼 수 있다.

즉 그래프를 직접 구성해보고 이를 통해 완성된 답을 제출하는 형태이

다. 여기서 제공 또는 필요한 기능은 막대그래프를 선택하여 드래그해서

옮겨 놓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필평가와 비교하여 지우개로 지우거나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그래프를 배치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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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는 문항은 지필 평가에서 출제, 응답,

채점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나

타내기가 쉽고 채점이 자동으로 가능하여 채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는 컴퓨터 환경의 자동화 역할이다.

[그림 Ⅱ-10] PISA 2012의 CBAM 공개 문항 ‘그래프’-과제2

[그림Ⅱ-10]의 과제2는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을 평

가하고는 있으나 답안을 취합하기 쉬운 형태로 또는 그래프를 그리기 손쉽

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 적극적인 수준의 도구의 활용은 요구하고 있

지 않다. 상호성을 고려하였으나 Quellmalz, Davenport, & Timms(2012)가

언급한 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상호작용 중 학생들이 문항과 상호작용은

하되 피드백을 받지는 않는 활동적 수준에 그쳐 있다. 또한 학생들이 관계

를 탐구하거나 데이터를 직접 조작하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

의 진술에서 추론을 하고 이를 결과로만 나타내는데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 그 외 공개된 '울타리(Fencing)' 문제나 '자동차 가격계산(car cost

calculator)', '사진(photos)'의 문항 역시 간단한 확대 축소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간단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의 증폭이

나 표현의 연결성,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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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3) 영국의 World Class Tests

영국에서는 1988년 중등교육학력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을 통해 평가의 힘이 교실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소로 인

식되었다. 또 영국 내에서는 컴퓨터 기반 평가의 도입이 빠르게 이루진 편

으로, 학습의 기본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

들의 기능과 자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Tattersal, 2003). 이 평가는 11, 14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평가로, 학생들

의 기능과 지식 그리고 평가의 질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에서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기반 학생 평가는 문제해결을 평가하는 World

Class Tests(WCT)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앞서 살펴본

MARS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과제는 문제가 단순히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형태로 실제 데이터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

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학적인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없고, 실생활이나 과학적 맥락에서 수학적인

사고가 문제해결에 이용되는 경우로 평가 문항에 드러난다.

[그림 Ⅱ-11], [그림 Ⅱ-12]의 ‘자료 탐구’ 문제는 식중독의 원인을 찾기

위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조사를 통해 탐색한 후 의사

결정에 결론을 내는 과제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대수와 통계 능력이 필요

한 경우의 예이다(Pea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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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World Class Tests의 자료탐구 문제 1, 2 페이지

학생들은 이미 조사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골라 확인하고 가설을 세운

다. 식당을 이용한 학생 이 먹은 음식을 중심으로 데이터는 끌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음식을 먹은 학생과 그로 인해 아픈 학생, 아프진 않은 학생

들을 파악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이 복잡하고 추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로 문항은 세트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림 Ⅱ-12] World Class Tests의 자료탐구 문제 3, 4페이지

이 프로젝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위와 같은 과제가 컴

퓨터를 활용하여 명확하고 상호적이게 제시된 경우 학생들이 더 성공적으

로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Ridgway, Nicholson, & McCusker, 2006). 특

히 실제적 맥락에서 문제 상황과 피시험자가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Pead (2012)는 [그림 Ⅱ-13]의 ‘산소’ 문제의 경우 특히 지필평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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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역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추론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림 Ⅱ-13] World Class Tests의 ‘산소’ 문제

이러한 예는 문제 이해 단계에서 자동적인 표상 변환과 문제 조건의 시

각적 표현을 통해 평가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제해결과 추론에 있어

학생들이 탐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환경의 상호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실생활 또는 과

학적 맥락에서 두 변수의 관계를 탐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며 이를

정당화를 하는데 컴퓨터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국의 NAEP의 CBAM

이미 미국의 경우는 주 단위 등 다양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를 치루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평가가 4, 8, 12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내 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평가인 국가교육성취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이다. 이 평가는 1996년부터 실시되어 평가 영역과 방법

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안되어 발전되어 실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문제해

결(CBAPS)과 함께 수학평가(CBAM)가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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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경우는 평가틀로 수의 연산과 성질, 측정, 기하, 자료 분석과 확

률, 대수의 수학의 내용영역과 함께 문항의 수학적 복잡도라는 개념을 제

시한다(NAGB, 2013). 이전의 평가 틀에서 수학적 능력이나 수학적 힘을

평가 틀의 한 축으로 고려하였는데, 학생들의 사고를 개념적 이해, 절차적

지식, 문제해결로 구분하고 그 후에 각각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

려고 하였다. 이때에는 문항의 특성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문항의 특징을 먼저 고려

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적 힘이나 수학적 능력의 차원의 아

이디어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녹아

복잡도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형되고 개선된 것이다. 복잡도에는 수학적

힘이나 수학적 능력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되며 그 하위 요소들의 정도나

깊이에 따라 복잡도의 수준이 달라진다. 낮은 복잡도는 절차적인 수준이라

면 중간 복잡도는 기술과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준이고, 높은

복잡도는 추상적인 방법을 세련된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한다. 각 수준

에는 컴퓨터 기능과 공학적 도구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그림 Ⅱ-14] NAEP의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 예

[그림 Ⅱ-14]의 경우는 학생들이 지필에서처럼 화면상에 

이 되는 지점

을 찾아 표기하는 문제이다(Sandene et al, 2005; Csap et al, 201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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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복잡도를 가지는 문항이다. 손쉽게 원하는 위치

를 표기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림 Ⅱ-15]의 왼쪽 문항의 경우는 문장제 문제에서 계산기를 허용하여

단답형으로 답을 직접 기입하는 문항이다(Csap et al, 2010: 37-38). 또 오

른쪽 문항 역시 즉 지필평가에서 수험자가 직접 계산하여 답을 기입하는

형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복잡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Ⅱ-15] NAEP 컴퓨터기반 수학평가의 단답형의 예

[그림 Ⅱ-16]의 문항은 수험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그래

프를 구하는 문제로 표현된 상자에 클릭을 하면 막대그래프가 생성되거나

선이 구성되고 쉽게 삭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 문항이다.

[그림 Ⅱ-16] NAEP 컴퓨터기반 수학평가의 구성형의 예

NAEP의 모든 문항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단답형의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거나 답을 입력 또는 드래그, 클릭 등의 기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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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력을 쉽게 하고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 답을 쉽게 구성하고 고칠 수

는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탐구를 하거나 자신의

풀이과정이나 답을 보정하는 기회를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 형태와 활용 도구의 기능이 다르겠지만 평가

형식에서 이러한 기능의 제공은 계산기를 허용하고 자동화 된다는 것 외에

는 지필에서의 수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NAEP의 경우 지필과 병

행하고 있으며 위의 예는 연구 평가 형태이므로 아직까지 적극적인 인지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미국 교육평가원의 CBAL

최근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는 테크

놀로지가 강화된 평가에서 지필평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이해의

측면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가 2007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

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상호적인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한 ‘학습을 위한 인지기반 평가

(Cognitively Based Assessment of, for and as Learning, CBAL)’가 그것

이다(Bennett, 2010; Cayton-Hodges et al., 2012). 여기서 제시되는 수학

과제는 상호작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문항 유형에 있어 다수의 순차적인 하

위 문항과 함께 전형적인 유형에서부터 혁신적인 유형의 과제를 통해 학생

들의 이해에 비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CBAL의 구성은 교과중심의

능력 모델로서 내용과 과정, 전략, 실행을 포함하고 여기에 형성평가, 총괄

평가, 교사를 위한 전문적 지원의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Bennett, 2010).

무엇보다 널리 알려진 강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을 평가에 참여시키고 동

기화 하는 것이다.

예로 제시된 [그림 Ⅱ-16]의 ‘비례 편치 음료(Proportional Punch)’ 과제

는 Baxter와 Junker(2001)가 정의한 질적 수준의 이해, 합이나 차로 이해

하는 초기 양적 수준의 이해, 곱의 관계 인지, 변화량과 불변량의 이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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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관계 이해 등 비례적 추론의 5수준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형성평가

과제로 각 수준별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5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ayton-Hodges et al., 2012: 14-18). 학생들은 각 단계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비례 추론의 수준을 평가 받게 되고 각 하위 문항은 연결되어 있

으나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교사가 각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할 여지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Ⅱ-17] CBAL 수학의 ‘비례 펀치음료’ 문항에

제공된 ‘당도측정 시뮬레이션’과 문제1

첫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동일 비율에 대해 탐구하고 컴퓨터 환경으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에 친숙

해지도록 ‘당도 측정 계량기’를 제공하고 문제 1에서 동일한 비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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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제시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Ⅱ-18] CBAL 수학의 ‘비례 펀치음료’ 문항의

문제 3과 최종 문제

각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비례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시키는 문제

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비

례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문제 3은 일정한 패턴을 주지

않고 양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묻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차외 분수의

개념을 구분해 내고, 이후 똑같은 비율을 가지는 문제를 통해 같은 비에

대한 탐구를 하게하며 최종적으로 [그림 Ⅱ-18]에서와 같이 임의의 두 양

이 각각 제시된 비율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마무리 한다.

위의 예시 문항은 외적 맥락에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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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에서는 영국의 WCT의 문항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학생들을

학습에 참여하고 진작시키기 위한 형성평가로 사용되면서 수학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단계와 근거를 가지고 문항을 개발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한편 시뮬레이션과 함께 CBAL의 문항은 전통적인 평가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컴퓨터의 기능을 특별히 포함한다. [그림 Ⅱ-19]의 ‘댐과 가뭄

(Dams and Drought)’ 문항의 경우 학생들이 복잡한 그래프를 읽는데 도움

이 되도록 슬라이더14)도구를 포함하고, [그림 Ⅱ-20]의 ‘회전목마(carnival

ride)’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그래프로 접근

하도록 하면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확인 수 있도록 두 개의 그래프를

병합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한다(Cayton-Hodges et al., 2012).

[그림 Ⅱ-19] CBAL 수학의 ‘댐과 가뭄’ 문항

학생들은 그래프의 교점을 명학하게 볼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 보

다 수학 본질적인 탐구에 집중할 수 있고, 문항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의 병합 도구의 보정의 역할을 제공받아 변수의 관계를 탐구하

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두 그래프의 연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

는다.

또한 ‘회전목마’ 문항은 [그림 Ⅱ-21]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14) 대화 상자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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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명확해진 시점에 이전에 자신이 푼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문제와

기능을 포함한다(Cayton-Hodges et al., 2012). 이는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

통을 장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정, 최종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Ⅱ-20] CBAL의 ‘회전목마’ 문항

[그림 Ⅱ-21] CBAL 수학의 ‘회전목마’ 문항 중 이전

문제 ‘검토’ 기능

6) 미국의 CCSSM 적용을 위한 PARCC 프로젝트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 미국의 CCSI는 CCSSM을 발표하고 수학

내용 영역으로는 수와 양, 대수, 함수, 모델링, 기하, 확률과 통계의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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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구분하고 ‘수학적 실천(mathematical practice)’으로 1) 문제에 대

한 이해와 이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 2) 추상적이고 양적인 추론,

3) 가능한 주장의 구성과 다른 사람들의 추론에 대한 비판, 4) 수학적 모델

링, 5) 적절한 도구의 전략적 사용, 6) 정교성, 7) 구조에 대한 탐색과 이

용, 8) 반복적 표현에서 규칙의 탐색과 표현으로 8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CCSSI, 2010).

CCSSM의 성공적 적용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영역과 수학적 과정을 기반

으로 국가 평가 기구의 하나인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에서 수행평가와 자동 채점을 기본으로

혁신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교사들의 평가를 위한 교수에 대

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문항개발이 교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의 관점에

서 문항 특성을 추출, 학생의 능력 추정을 위한 증거 중심 모형을 기반으

로 설계한다고 밝히고 있다(PARCC et al, 2012). 물론 미국의 경우는 이러

한 개발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NCTM(1989)의 기준에 따라

1999년 이래로 컴퓨터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도구를 National

Library of Virtual Manipulatves (eNLVM)를 통해 개발, 제공해 오고 있

다. 그러나 PARCC의 평가문항은 수학적 실천을 강조하는 본격적인

CCSSM의 적용을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이라는 면에서 NAEP와

NLVM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CCSSM의 적용을 위한 홈페이지에는 초등, 중등, 고등 수준별 프로토타

입의 문항을 몇 개씩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23]은 그중 한 세트로 되어

있는 7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수 영역의 ‘매운 양념’ 문항이다15). 비례적 추

론에 관한 문항으로 실생활 문제에서 수와 대수적 표현과 함께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준비할 재료의

양에 관한 문제로 첫 번째 과제에서는 각각의 재료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재료의 양의 비를 묻는 문항이고, 두 번째 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전체

15) [그림 Ⅱ-22]에서부터 [그림 Ⅱ-26]에서 제시된 문항 예시는 http://www.ccsstoolbox.co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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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양이 주어질 때 각각의 양을 묻는 문항이다. 답은 빈칸에 직접 입

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각 문제에서 답을 입력하면 [그림 Ⅱ-22]의

오른쪽 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로 정답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며 [그

림 Ⅱ-23]에서와 같이 과제 수행이 끝나면 그 총점을 결과로 보여준다.

[그림 Ⅱ-22] CCSSM의 컴퓨터 기반 평가 7학년 ‘매운 양념’문제  

[그림 Ⅱ-23] CCSSM의 컴퓨터 기반 평가

‘매운 양념’ 문제 채점결과 화면 

그러나 이 경우 컴퓨터는 답을 입력하면 그 답을 수집하고, 학생들에게

정답이지 아닌지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수준으로 모든 답의 총점을 기계적

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자동화 기능만을 하고 있다. 방정식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거나 재료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는 컴퓨터 기반 환경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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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평가 문항은 이러한 내용과 형식에서 단답형이

나 짧은 답을 기입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림 Ⅱ-24

와 같이 컴퓨터에서 문제를 제시하지만 그 답은 직접 지면에 작성하도록

요구한 형태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24] CCSSM의 컴퓨터 기반 평가 고등학교 ‘세포의 성

장’ 마지막 문제의 별도의 지필 답안 작성 요구 형태 문항

물론 이러한 지필과 컴퓨터 기반 병용 형태는 영국의 WCT에서도 나타

난 사항인데, 오히려 무리해서 지필환경의 장점을 가진 문항을 컴퓨터 환

경으로 옮기기 보다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필요한 경우 지필 답안을 병

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가하면 고등학교 [그림 Ⅱ-25]의 ‘이차함수의 변환’에 관한 문항의

예는 수학적 실천 중 ‘가능한 주장의 구성과 다른 사들의 추론에 대한 비

판’과 ‘구조에 대한 탐색과 이용’을 평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제 a는 주

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축으로 대칭했을 때의 주어진 세 점의 대칭이동

한 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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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5] CCSSM의 컴퓨터 기반 평가 고등학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변환’ 문항의 문제a

이때 수험자인 학생들은 왼쪽의 두 삼각형(▷) 도구를 이용하여 각 도구

에 의한 그래프의 변화를 탐색할 수 있다. 왼쪽의 첫 삼각형(▷) 도구는 이

차함수      에서 를 변화시켰을 때의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삼각형 도구는 를 변화시킨 그래프의 결과를 보여 줌

으로써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형태를 관찰하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Ⅱ-25]의 오른쪽 그림은 저자가 실제로 기능을 이

용하여 그래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두 기능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

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지필에서 그리는 행동을 컴퓨터의 동

적인 기술로 대체하고, 상호적인 그래픽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탐구하

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 과정은 [그림 Ⅱ-26]에서 나타난

다음 과제의 해결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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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6] CCSSM의 컴퓨터 기반 평가 고등학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변환’ 문항의 문제b

.

영국의 사례로 제시한 WCT 문항이 실제적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를 조합하여 추론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목적인 문제

해결에 중심이 있었다면, 미국의 PARCC에서 제시한 문항은 함수와 같은

수학내용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표상인 그래프의 조작과 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컴퓨터 환경을

활용한 예라 할 수 있겠다.

4.2.2 수학 평가 개선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역할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평가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평가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수학에서의 컴퓨터를 평가에 사용한 초

기에는 지필평가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놓는 수준으로 컴퓨터에서의 시험

이나 지필 시험이나 비슷하였다(Bennett, 1998). 그러나 최근에 정보통신

및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지필의 형태 뒤의 새로운 평가 환경이 있을 수 있

음을 분명하게 하였다(Burkhardt & Pead, 2003; Ripley, 2003). 다시 말해

최근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는 테크놀로지를 더 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개념, 유형과 사례를 검토 한 후 연구에서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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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설명 내용

과정평가

문제 상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전통적인 지필 시험에서는

표현되기 어려웠던 문제나 평가되기 어려웠던 기능과 과정

을 평가 할 수 있음(Ripley, 2003; Pead, 2012; Pellegrino,

Chudowsky & Glaser, 2001).

이전의 선택형 문항에서 측정할 수 없었던 영역을 활동적,

역동적, 상호적 문항을 통해 측정 가능(Kane, 2006;

Leighton, 2012).

자연스런

평가

환경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평가 환경을 제공(Burkhardt & Pead,

2003; Pellegrino, Chudowsky & Glaser, 2001, Williamson,

Bejar, & Mislevy, 2006).

지식의

확장

평가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에게서 측정되는 지식과 기능

을 확장하는 수단이 됨(Sireci & Zenisky, 2006).

효율적

문항개발

평가에서 테크놀로지는 더 효과적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생산

하는 도구임(Drasgow, Luecht, & Bennett, 2006; Gierl &

Haladyna, 2012).

상호작용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상호적이고 동적인 도구의 활용

가능하고 상호적인 특성이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수행에 영향

을 줌(Bridgeman, 2009; Burkhardt & Pead, 2002;

Cayton-Hodges, et al., 2012).

문제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 탐구와 해결 두

차원이 있고, 문제 상황 및 내용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정

도에 따라 세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Gobert, Buckely &

Clarke , 2004; Quellmalz, Timms & Burckley, 2010).

동기화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의 가장 잘 알려진 능력은 참여와 동기

화를 강화 하는 것임(Cayton-Hodges, et al., 2012).

<표 Ⅱ-7>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

할 방향으로 지필평가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컴퓨터 기반 평가로 강력히 지

원할 수 있는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Ⅱ-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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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설명 내용

접근성

고정된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ICT 기반 평가에서는 동

적인 비디오 클립, 애니메이션 등의 혼합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이해를 도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항 제작이 가

능함 (Kolovou & Peltenburg, 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Thompson, Thurlow, & Moore, 2003).

비디오가 풍부한 평가는 학생들이 그들이 배운 수학적 개념

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에 더 좋은 평가 환경을 제공함

(Helwig, Rozek-Tedesco, & Tindal, 2002).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평가는 장애 또는 부진을 가진 수험자

를 수용함(Almond et al., 2010; Elbaum, 2007; Shute, 2007;

Ketterlin-Geller, 2005).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문장을 크게 읽어 주는 오

디오 도구의 활용이 더 장점이 될 수 있음(Elbaum, 2007;

Helwig, Rozek-Tedesco, & Tindal, 2002).

사고

과정

게시

학생들의 과제 진행, 접근 자료의 선택, 대답에 결정 등 모

든 학생의 흔적 기록 및 분석 가능(김영재, 임철일, 한민수,

2012; Ainley, 2006; Barmby et al, 2009; Hadwin, Wynne

& Nesbitt, 2005; Zoanetti, 2010).

학습을

도움

인지기반 학습을 위한 평가(CBAL)는 학생들의 학습 향상과

함께 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교수학습과 평가 등의 수업실행

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킴(Bennet, 2008, 2009, 2010;

Cayton-Hodges, et al., 2012; ETS, 2010).

자기평가

자기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취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침(Brusilovsky, & Sosnovsky,, 2005a, 2005b;

Nicol, & Macfarlane, 2006).

협력지원
웹을 기반으로 협력적 평가가 가능함(Plichard,et al., 2004;

Resta & Laferriere, 2007)

<표 Ⅱ-12>의 다양하게 제시된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과 이점을 다

시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측면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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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높은 수준의 사고와 과정을 요구하는 과제 사용이 가능하다. 컴퓨

터 기반 테크놀로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많

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변화를 가져왔다(Roschelle et

al., 2000). 컴퓨터 기반 평가의 중요한 기회 중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복

잡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평가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환경에서 과제는 전통적인 지필의 형태에서는 표현될 수

없었던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는 동적인 연결뿐만 아

니라 상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지필 시험에서는 평가되기 어려웠던 기능과 과정을 평가 할

수 있기에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보장된 유형으로 고려되었다(Burkhardt

& Pead, 2003; Pellegrino, Chudowsky & Glaser, 2001). 이때 문제의 복잡

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평가 형식이 평가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시사되었다(Bennett et al., 2002). 예를 들어 지필평가 형태에서는 부족한,

컴퓨터 환경에서의 상호적인 특성이 학생들의 수행에 영향을 주어 다른 평

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Burkhardt & Pead, 2003).

둘째,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항 제작이 가능해진다. 컴퓨터 기반 환

경에서 학생들이 문제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야기는 쉬운 문항을 활용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특별한 형태의 혼합이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기존에 지필평가에서 사용하였던 고정된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동적인

비디오 클립, 애니메이션 등의 혼합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 시각적 자료가 풍부한 평가는 학생들이 그들이 배운 수학적 개념

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에 더 좋은 평가 환경을 제공한다. 가령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문장을 크게 읽어 주는 오디오 도구의 활용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Elbaum, 2007; Helwig, Rozek-Tedesco, & Tindal,

2002). 또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는 보적 의미의 도구 활용의 예를 볼 수 있다(Sarama & Clement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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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들의 사고와 풀이과정의 유도와 게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컴퓨터 기반 평가의 발전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최근에는 학생들의 평

가 수행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가령 Barmby 등(2009)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스크린 비디오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

전략을 탐구하는 데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지와 스크린 상에서 움직임을 수집하여 기록 파일을

만들어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 호주의 Zoanetti(2010)의 연구에서도

문제해결에서 학생의 반응과 지연 등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국내

에서 연구된 김영재, 임철일, 한민수(2012)의 연구도 태블릿을 이용한 디지

털 시험지에서 학습자의 필기를 밀리 초 단위로 실시간 기록하여 학습자의

쓰기 및 지우기 행위에 대한 정보와 페이지 넘김 등의 정보를 시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결국 평가 과제의 내용, 개념, 난이도등과 결합

하여 학습자가 해당문제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시각화 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기반 평가의 흐름과 그 적용 가능성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모형을 제시해 준다 하겠다.

4.2.3 기존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의 한계

디지털시대에 테크놀로지의 계산과 컴퓨터 조작, 의사소통의 힘을 수학

교육에 포괄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수학 교육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앞서 3절과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을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는데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또 수학적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직관을 개발시키

고 기본 개념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신장 시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동안의 수학교육에서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의 결과는 수학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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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수학 교사들이

교수․학습과 평가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하며 그 유용성에 대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고해 왔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늘

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합한 교실 환경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모든 수준 또는 단계의 수학 교수 학습에 즉각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이러한 환경에서의 수학 학습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까지의 여러 국제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교수학습

에서 조차 충분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os &

Bennison, 2008; Trouche & Drijvers, 2010; Oldknow & Knights, 2011).

특히 국내의 경우 한 쪽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연구와 적용을 통해 테크놀

로지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면서 수학 교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이 적극적이 않아 온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학습과

일관성 있게 연구되어야 할 평가 부분에 대한 테크놀로지 적용에 관한 노

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테크놀로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NCTM, 2000).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

의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전통적인 교수 방식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보다는 실제 학습과 평가에 있어 적재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해 교사 스스로가 학습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교사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학 수업과 평가를 위해 잘 개발된 지식과

자료를 획득하고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가 풍부한 학습 및 평가 환경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충

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지 기술의 측면의 가능성, 테크놀로지가 강조된 평가 등에 형태

에서 평가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았으나, 아직 까지

해결되고 더 논의되어야 부분들이 남아 있다. 국내외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도입과 적용에 있어, 4절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교육 평가

에서 테크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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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주로 문제해결이나 단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실질적인 평가 문항 개발과 그 실행에 관한 연구였다. 평가

에 관한 연구의 발달이 컴퓨터 기반 환경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에 비

해 그 기간이 짧아 이론적인 논의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면이 있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도 수학 평가의 한 형태라는 큰 틀에서 근본적인 평가의 목

적과 원리 등은 공유되는 면이 있겠으나 앞서 살펴보았던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평가의 목적과 내

용의 변화를 인식하고 문항 개발의 원리나 문항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이

론적 논의와 실행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학교과에 특수화된 평가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영

국의 WCT나 국제비교연구 PISA의 평가, CBAL 수학 평가의 경우 수학

외적 맥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인 교육

과 평가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나 맥락적 문제 해결 이전에 수학 학습과

관련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평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WCT 등의 예나 국내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평가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로 과학이나 사회적 맥락

에서 수학이 활용되는 문항들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학적 관점

이 충분히 포함된 문항은 거의 없거나 단순한 수준이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대규모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형성평가, 학교 교육과정의

총괄평가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수학의 각 내용과 수학적 과정을 평가

하고 장려할 적극적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문항 개발과 그 연구가 필요

하다 하겠다. 특히 지필 평가에서 평가되기 어렵거나 관찰하기 힘든 학생

들의 수학적 과정을 컴퓨터 기반에서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기초 수준의 수학적 지식만을 문항으로 개발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Fiske(1997)도 지적한 바 있다. 많은 수학교육자들이 최근의 개혁적인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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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수학 내용 지식의 단순한 수준만 문제에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이해를 요하는 복잡한 문제는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맥락적인 차원이 아니라 고등 수학에서의 수학적 사고의 복

잡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개발은 테크

놀로지의 측면과 관련이 있겠으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과 그 실행 가능성 여부와는 별도로 가

능성을 열어두고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를 평가하고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문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평가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의 다양성의 문제이다. 수학 학습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의 활용성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미국의 NAEP, CCSSM

평가 등을 보면 선택형과 단답형만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구의 활용이

라는 면에서 계산기 정도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답을 어떻게 수집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인가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교육적인 논의가 필요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

미 웹 브라우저, 워드 프로세스, 편집, 그림, 멀티미어 등 정보 통신 기술은

일상에서 연구와 디자인, 문석 작성,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이런 도구

들은 평가 하여야 할 인지적 기능 자체를 확장시킬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NAEP 2011 작문 시험에서는 워드프로세싱 및 편집 도구를 사용하

는 능력을 평가에서도 요구하였다. 전문적인 자격시험에서는 이미 컴퓨터

기반환경에서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활용은 수학

평가 문항에서도 새로운 창안을 가져 올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듣

기, 말하기 평가나, 역동적인 도구를 활용한 탐구적 문제 해결, 웹을 통한

협력적인 과제 평가 등이 그러한 예가 될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향에 따라 단순한 선택형과 단답형의 문항이 아닌 다양한 문항의

개발과 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항 개발과 수정의 개방성 면에서 일반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

유롭지 않다.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

백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현장의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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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컴퓨터 기반 문항 개발은 비용과 인프라 면

에서 특정 연구 및 교육기관, 전문 기술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장 교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CBAL 모

형이 중요한 핵심요소로서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된 평가의 활용단계에 대한 지침과 방법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문

항 개발 단계에서의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예시 문항의 구

성 및 실행의 예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처음에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및 문항 개발 연습에서 시

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문항을 개발하고 참여하는데 있

어 교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서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적 과정의 영역을 포괄하

고 지지하는 방향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설계 원리를 개발한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인지기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문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컴퓨

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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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의 목적과 효과,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를 교육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먼저 수학교육에서 평가의 동향과 원리, 수

학적 과정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수학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의 활용과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항 개발 원리를 도출하고 이

를 수학적 과정과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이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으로의 설계․개발연구의 의미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1. 연구 방법 및 절차

1.1 설계․개발 연구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하여, 컴퓨터 기반 환

경에서 수학적 과정 평가를 중심으로 문항 개발 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항 개발 원리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설계․개발 연구(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를

진행하였으며,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크게 컴퓨

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그리고 설계 원리 사용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Richey, Klein & Nelson,

2004).

교육 설계 연구(educational design research) 또는 개발 연구(de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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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는 최근 수년간 교육학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다(Burkhart

& Schoenfeld, 2003; Richey, Klein & Nelson, 2004; Richey& Klein, 2007;

van den Akker et al,, 1999). 설계 연구를 논의 할 때 함께 언급되는 것이

‘설계 실험’, ‘개발 연구’이고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는 형성평가 연구나 교

육공학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설계 또는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전문용어가 증가하는데 대하여, van den Akker

(2006)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수․학습을 설명하고 교수․학습의 잠재

적으로 새로운 이론이나 그 결과물,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띠는

일련의 접근(Barab & Squire, 2004)’ 정도가 이러한 연구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설계 원리나 개발 연구 모두 이

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설계․개발 연구의 용어를 사용한

다.

설계․개발 연구의 출발은 교육실천과 교육연구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하고자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학습 과정과 그 과정을 지원하는

수단을 함께 결합하는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이론을 확립16)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이 설계 또는 개발한 교육설계의 실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van den Akker et al., 2006). 설계․개발연구

의 특징은 실제와 이론의 중재적 입장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는 설계-평가

-수정의 순환적 접근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력과 산출이라는 모형

을 지양하며 이해와 개선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지향적 특징을 갖는다.

또한 실제 맥락에서 사용자의 실천을 지향하고 동시에 이론적 전제에 근거

를 두어 이론을 수립하는데 공헌한다(van den Akkerr et al., 20006). 즉

설계․개발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근

거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체계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것

이다.

설계․개발 연구는 수학학습에서 학생의 학습증진과 관련이 있다. 그동

안 수학교육에서 발전되어 온 설계․개발 연구는 교수․학습에 대한 사회

16) ground theory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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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 분석과 RME에 기초를 두고 있다. Brwon(1992)의 설계실험

(design experiments)와 관련한 논문은 설계연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저

술이고, Freudenthal 등 (1976)의 연구에서 개발연구를 처음 소개하였다.

이후 Steefland(1990)와 Gravemeijer(1994, 1998)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Gravemeijier & Cobb, 2006).

수학 교육에서의 설계․개발 연구는 현상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이론의

생성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과 그 외 설계

요소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업에서의

함의를 위한 설계연구에서는 사고 실험과 실제 교수 실험의 연속적인 순환

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RME 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된 연

구들이 있다(Bakker, 2004; Cobb et al., 1997; Cobb & Hodge, 2003;

Freudenthal, 1991; Kwon et al., (in press); Simon, 1995; Stephen, 2003).

이러한 연구는 주로 교수․학습 설계 입장에서 학생의 학습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교육 공학분야에서 공학을 통해 교수와 학습을 증진하는 과정

을 이러한 설계․개발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Reeves(2000)은

van den Akker(1999)의 설계․개발 연구의 개념을 교육공학 영역에서 사

회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테크

놀로지 관련 연구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법과 도구들에 대해 연구한다.

설계․개발 연구는 그 범위가 다양하지만 크게 구체적인 산출물과 도구

의 연구와 전체 또는 특정 설계와 개발과정 및 그 요소들에 대한 연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간단히 하면 산출물 및 도구의 연구, 후자

의 연구를 모형 연구로 볼 수 있다. 전자가 직접적인 도구 개발과 도구 사

용 등에 목적이 있다면, 후자는 모형의 개발과 타당화 그 사용에 대한 연

구와 관련이 있다(Richey & Klein,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이라는 공학적 환경에서 수학 평가를 바

람직한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와 함께 그 원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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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실제로 문항을 개발하게 될 교육현장의 실행자와 협력하여 이를 개

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설계․개발 연구의 과정이며 그중에서도 직접적

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개발 연구라는 도구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원리 개발에 초점이 있는 두 번째 연구 유형에 속한다. 이

러한 연구는 모형과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며, 설계․개발 연구 중 가장

일반화하기 쉬운 연구다.

두 번째 유형은 모형 개발 연구와 모형 타당화 연구, 모형 사용 연구 등

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을 포괄하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

다. 즉 먼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적 타당화를 거치며 실제로 사용의 영향을 보고 함으로써 평가 문항 설

계 원리를 확정하는 외적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성 평가시 면담

을 통해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사용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등을

탐구하면서 부분적인 사용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설계․개발 연구는 실천과 격리된 채로 개발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Reeves, 2007). 설계 연구의 주된 이점 중의

하나는 실행자와 연구자가 실제 교수․학습의 문제를 파악하고 존재하는

설계 원리에 기반한 해결의 프로토타입을 창안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만

족할 때까지 원리와 해결의 원형을 시험하고 세련되게 해나가는데 협력하

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개발에서 타당화, 사

용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

며, 양적, 질적의 혼합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1.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의 절차에 따라 [그림 Ⅲ-1]

과 같이 ‘연구문제 정의’, ‘선행 문헌 고찰’과 함께 ‘개발’, ‘적용’, ‘타당화’의

순환적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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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연구 진행 주요 연구 활동

↓

연구문제

정의

연구의

필요성 분석

및 연구

문제 도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출

•연구문제 제기

↓

설계

원리

개발

선행 문헌

고찰

문헌분석을 통한 설계 원리 도출

•평가 동향 및 평가 원리에서 설계 원리 도출

- 학습을 위한 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 테크놀

로지의 활용

•수학적 과정 분석에서 설계 원리 도출

- 수학적 과정 연구, 수학적 소양 연구, 수학적

역량 연구, 수학적 능력 연구

•교수학습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에서의 설계

원리 도출

-인지기술 연구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의 설계 원리 도출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도(1, 2차)

-타당도 평가 및 심층면담

-내용 및 문항 설계 전문가(4인)

-문항 설계 원리 수정

↓

사용성

평가

설계원리

사용성

평가

•문항 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자 반응평가

-전문가(2인) 사용성 평가

-준전문가(2인) 사용성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수정

↓

연구결과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

항 설계 원리 개발

[그림 Ⅲ-1]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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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적용에 있어 수학적 과정을 컴퓨터 환경에서 평

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문항 개발 자체 보다는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문항 개발에 있어 활용하기 위한 조건

과 고려사항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개발 연

구의 절차에 따른 본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

심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림 Ⅲ-1]에서와 같이 먼저 연구 필요성과 연구 문제를 도출한

후, 문헌 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이제까지의 수학의 각 내용영역에

서 사용되었던 테크놀로지의 교수학습 연구에서의 테크놀로지의 기능과 특

징, 학습요소를 정리하고, 이들 가운데 평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

들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동향인 수학적 과정에 비추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분류하고 컴퓨

터 기반 수학평가를 위한 수학적 과정을 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의 주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 사례에서의 특징적 요소들을 앞서 분

석과 종합하여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

출하였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

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수학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현장에서 장기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학 수업 및 평가에 활

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 수학교육 전공 박사 및 박사수료자 등이 전문가로

참여하였다. 끝으로 개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가 실제

평가 문항 설계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사

용성 평가를 통해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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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방법

2.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이 단계의 목적은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관련 요소와 시사점을 도출하

여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하는 것이다. 문헌분석 영역 및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 문헌분석 과정 및 결과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원리와 평가 요소 도출한

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원리와 평가 요소 도출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

지 차원에서 고찰을 하였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도

출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은 첫째 기초 문헌을 통해 평가, 컴퓨터 기반 평가,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 수학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수학 교육, 수학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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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지 기술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둘째, 앞에서 확인된 키워드를

사용해 광범위한 학술 DB 검색, 국내외 문헌 검색 등을 통해 적절한 문헌

을 탐색하였다. 셋째, 탐색된 문헌 중 중요 문헌들을 Hart(2001)가 제시한

문헌 선택의 기준이 권위, 영향력,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이 과정

에서는 수학 교육과 평가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수학교육에 관한 주요 국내

외 저널을 이용하였다. 넷째, 선택된 문헌들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선택

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문헌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헌 분석을 통한 관련 특징 요소 도출 및 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하였다. 첫째, 수학 교육에서의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평가의 동향과 이에

따른 평가 원리를 고찰하였다. 특히 수학적 과정의 개념과 평가 방향에 대

해 검토하였다.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는 평가의 형태 또는 그 매체가 지필

평가와 다르다. 기존의 지필평가에서의 평가 원리를 고찰하는 것은 새로운

평가의 원리를 추출하는 기초적인 과정이다.

둘째, 수학 평가의 한 동향으로 수학적 과정 평가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

를 검토하여 수학적 과정의 원류가 NCTM(1989, 2000)에 있음을 논의하고

수학적 과정의 각 영역의 의미를 살펴보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셋째, 테크놀로지의 활용 환경에서의 수학교육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최근 20여 년간의 수학교육에서부터 현재 스마트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수

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컴퓨터 기반 평

가를 위한 평가 원리로 고려할 수 있는 특성 등을 추출하였다. 특히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인지 기술로 본 관점을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과정과 연결성을 탐색하였다.

넷째, 이제까지의 컴퓨터기반 수학 평가의 연구과 그 실행 사례를 분석

하여 시사점과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종합하여 다섯 가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

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였다.

한편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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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목적 방법 전문가

시안

검토

컴퓨터기반

수학평가 문항

설계 원리 타당화

타당화 검사 및

집담회

수학교육 박사 1인, 박사

수료 3인(A~C)

1차 검토

컴퓨터기반

수학평가 문항

설계 원리 타당화

타당화 검사 및

심층면담

수학교육 박사 수료 3인

컴퓨터기반 교수학습 수학

교육 박사 1인(B~D)

2차 검토

컴퓨터기반

수학평가 문항

설계 원리 타당화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

1차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

가 4인(B~D)

<표 Ⅲ-1> 전문가 검토 절차 및 방법  

는 선행 연구 분석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 설계 원리를 구체화 하고 설계

원리에 대한 문항 예시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도출 될 수도 있었다.

2.2 전문가 검토를 통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타당화

문헌 고찰 과정에서 도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가

타당한지에 대한 내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표 Ⅲ-1>과 같이 초기 시안

검토와 두 번의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목적은 개발 된 문항

설계 원리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즉,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

설계 원리 및 전략을 수정 보완하였다.

2.2.1 전문가 선정

문헌 고찰에 의해 도출된 문항 개발 원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선정은 연구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개발 원

리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선정에 관하여 Davis(1992)는 전문분야에서의 자격증, 연구 주제 관련 논

문 게재 및 발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일반

적으로 타당화에 참가하는 전문가 수는 전문성의 수준과 전문가 검토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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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지식의 다양성에 따라 최소 3명에서 20명이하의 인원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항 개발 및 수학 교수․학습

에서 컴퓨터 활용과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 수료자, 주제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컴퓨터 기반 환경의 교수 설계 등의 경험자 중에

서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특히 박사과정 및 박사를 수료한 교사의 경우는

이론적인 적문가일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서 문항 개발 경험이 풍부

한 실제적 전문가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 원리의 현장 적합성에 대

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헌 고찰로 도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시안의 전문가 검토에는 수학

교육 전공 박사 한명과 박사 수료자 두 명이 참여하였다. 한명의 박사와

두 명의 박사 수료자는 모두 현직교사이고 시․도교육청 등의 대규모 문항

출제 및 연구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장에서 수학교육 활용 소프트웨어 수업

구현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상세 지침까지 개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1, 2차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는 앞서 초기 시안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일부와 컴퓨터 기

반 환경에서의 교수 설계와 관련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이러닝 시스템 개발 등 실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원리의 논리적 이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사용

여부의 타당성까지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의 직업, 경력, 최종 학력, 전

문 활동 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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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문 분야 및 관련 활동

A
교사

겸임교수
20 박사

교수학습, 교육과정

수학교육, 평가 대학 강의

교과서 집필

B 교사 13 박사수료
교수학습, 평가 문항 개발

교과서 집필, 대규모 평가 문항 출제

C 조교 6 박사수료

교수학습, 평가 문항 개발

창의․인성 교수․학습 모형 개발

모델교과서 개발

D 교사 8 박사수료
교수학습, 평가 문항 개발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설계 및 개발

E 교수 7 박사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설계 및 개발

컴퓨터기반 학습지도 환경 연구

이러닝 시스템 개발

<표 Ⅲ-2> 1, 2차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전문가 검토 전문가 구성 및 경력

2.2.2 타당화 도구

문헌 분석 결과 초기에 도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시안에서 각 요소

간의 의미 중복성, 용어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 졌다.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내용을 4점 Likert 척도 형태의 검사 문항으로 제시

하였으며, 각 문항은 평가 문항 개발원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의

단계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 2차 전문가 검토는 수학적 과정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면담을 통해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때 타당화 설문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타당화 검사 도구는 첫째,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 과정에 대한 평가, 둘째,

수학적 과정의 하위 특성과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설계 원리

전반에 관한 평가, 셋째 각 원리의 개념 및 상세 전략에 대한 각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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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묻는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타당화 평가 문항은 홍미영

(2012), 김선영(2013)의 연구에 사용했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영역 질문 내용

관련 문헌 탐색의

적합성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문헌들은 적합한가?

용어의 적절성
선정된 용어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

선행문헌은 도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

계원리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

는가?

조직화의 적절성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가 논리적으

로 적절하게 조직화 되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표 Ⅲ-3>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질문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 과정에 대한 타당도에 관한 질문은 <표 Ⅲ

-3>에서와 같이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하기까지의 문헌 탐색의 절차

와 문헌이 적합한지를 질문하고, 그에 따른 해석과 조직이 잘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때 평가 문항 설계 원리가 선행문헌 고찰을 잘 반영하였는

지 그리고 그 설명에 사용된 용어가 적절한지도 질문하였다.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전반에 관한 질문은 <표 Ⅲ-4>에서와 같이

이론적으로 볼 때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로서 타당한지와 잘 설명되고 이해하기 쉬운지를 질문하였고, 실제 사

용하는데 있어 유용할지와 보편적인 원리인지를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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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타당성
본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할 문항 설계 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할 원리 및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문항 설계 원리를 이용하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편성
본 문항 설계 원리를 이용하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성
본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표 Ⅲ-4>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각 타당화 검사 도구는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검사 도구 끝부분에는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문항 중 수정, 삭제, 추가해야 할 것

을 직접제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계 원리 전반과 개선점과 관련하여서

는 1시간 정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타당화 검사 도구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등의 연구의 기본 사항

과 평가 문항 개발 원리 도출 과정, 도출된 개발 원리를 안내하는 자료와

함께 전달하였다. 1, 2차 개발된 원리의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 개발되어 제

시된 자료는 [부록 1],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2.3 타당화 분석

본 연구에서 타당도 결과 분석을 위해서 Rubio 등(2003)이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 (Inter

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구성된 타당화 항목에 대

하여 전문가의 응답이 3과 4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1과 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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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결과를 분석, 처리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전문가 수를 전체 전문가 수로 나눈 값을 내용타당(CVI)도 지수라 하

며 0.8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또한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평가자 간 긍정적으로 평가 한 항목수를 전체 항목수로 나눈 값으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같이 0.8이상이면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3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궁극적으

로 평가에 있어 학생들의 수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 원

리이다. 그러나 우선 사용자는 문항을 개발하는 문항 개발자 또는 교사이

다. 따라서 1, 2차 전문가의 논리적,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발된 문항 설계

원리를 실제 사용자인 교사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자

하였다.

2.3.1 사용자 선정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미 학교 현장

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교수․학습 설계 및 문항 개발과 적용의 경험이 많

은 전문가 2인과 아직은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의 설계 및 문항 개발의

경험이 미흡하지만 일반 수학교사에 비해 수학교육에서 활용되는 테크놀로

지에 대한 소양은 갖춘 준전문가 2인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문 활동 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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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

분
직업 경력

최종

학력
전문 분야 및 관련 활동

전문가

F

교사

겸임

교수

9 박사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설계 및 개발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주제 박사논문

컴퓨터 기반 수행평가 문항 개발 및 적

용 3년

G 교사 21 학사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설계 및 개발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각종 강의 경력

9년

테크놀로지 활용 수학 교육 단행본 저술

준전문

가

H 교사 7
석사

과정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설계 및 적용

I 교사 4 석사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설계 및 적용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주제 석사논문

<표 Ⅲ-5> 설계 원리 사용성 평가 전문가 및 준전문가 구성 및 경력 

2.3.2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직접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때 설계 원리가 문항 설계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평가문항의 개발이 일반적으로 평가의 목적과 평가 내용을 가지고 문항

개발 및 채점 기준 개발 등의 일련의 활동임을 고려할 때. 컴퓨터 기반 평

가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서 컴퓨터의 기술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용

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개발하고자 하는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의 학습과 평가를 지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고려가 또 다른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참

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문항 설계를 하는데 있어 두 가지 방

법을 제안하였다. 즉, 한 방법은 기존의 과정 중심의 평가 연구(고상숙 외,

2013)에서 개발된 평가 문항을 기반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설계하

는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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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이때, 1, 2차 검토 결과를 반영한 평가 문항 설계원리와 지침을 제공했

을 뿐만 아니라 문항 설계 원리를 사용하여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 설계

과제에 대한 안내문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과제 안내문은 1) 설계할 문

항에 대한 문항 분석과 2) 개발된 설계 원리를 반영하여 문할 설계를 하하

는 란으로 구성되었고, 개발된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문항을 설계한 예시

를 함께 제공하였다([부록 3], [부록 4] 참조).

사용성 평가 도구는 김선영(2013) 연구에서 사용한 사용성 평가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변형하여 구성하였으며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하

였다. 사용성 평가의 면담 질문은 이론적 검토와 달리 전반적인 내용에 관

한 의견 보다는 문항 설계 시 직접적으로 사용된 개발된 설계 원리의 상세

지침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표 Ⅲ-6>에서와 같이 각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이 문항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명확한지, 원리에

제시된 예가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질문

1
문항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이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

학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2 각 문항 설계 원리에 제시된 상세 지침이 명확하다.

3 상세 지침과 함께 제시된 예시가 도움이 된다.

<표 Ⅲ-6> 전문가 및 준전문가 문항 설계 원리 사용성 평가 질문

사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관하여서는 1시간 정도 심층 면담을 실

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문항 설계 원리의 강점과 약점, 개선

점에 대한 의견을 묻고, 문항 설계 원리를 읽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

이 있었는지, 문항 설계 원리에 제시된 예시나 개발 문항 설계 원리를 적

용하여 개발된 예시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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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의 평가 동향과 앞으로의 평가에서의 컴퓨터 환

경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설계 원리에 초점

이 있다.

Ⅳ장에서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개발 과정과 개발

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에 대한 타당화 결과를 제시하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 크게 두 단계의 연구절차에 따라 기술한다.

먼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 문항 설계원리를 두 차례의 전

문가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수정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개발된 문항 설계 원리를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사용

성 평가를 타당화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개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1.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과 타당화

1.1 1차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과정 다섯 영역을 중심으로 선행 문헌 고찰을 통

해 얻어진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다.

한편, 제시하는 문항 개발 원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축으로 수학 내용과 수학적 과정 그리고 수학 평가에서 환경이 될 컴퓨

터 기반에서의 테크노로지의 역할의 세 축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그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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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수학내용-수학적 과정-테크놀로지’의 세 차원 

이 모델은 Kutzler(2008)의 수학-교육학-테크놀로지의 모델에서 착안한

것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교수․학습 및 평가는 수학 내용과 과정의 평면

을 의미한다. 수학 내용의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수학의 탐구를 위해 계산

기 등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수학 내용과 테크놀로지의 평면에

있는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에서는 수학 내용과 수학적 과

정을 포함하여 3차원 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처

음에는 테크놀로지 축에서 수학적 과정으로 옮겨가서 마침내는 수학 내용

까지 고려하여 ‘수학 내용-수학적 과정-테크놀로지’로 이동하기를 기대하

는 것이다. 이는 평가 맥락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개발하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

계의 원리는 우선 ‘수학적 과정’과 ‘테크놀로지’ 차원의 고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학적 과정 영역에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역할이 가능한 수학 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구

체적인 문항 설계 원리이다. 다시 말해 수학적 과정의 평가의 측면에서 컴

퓨터 기반 환경이 지원하고 강조할 수 있는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필이나 수행의 환경에서 수학적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 개발에

있어서 한 문항이 수학적 과정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처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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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컴퓨터 기반 문항 설계 원리가 문항 개발에 있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수학적 과정이 잘 수행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

록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그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는 차후 수학적 내용 영역과 함께 고려되어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것

으로 보인다.

1.1.1 선행 연구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시안 개발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1

차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및 전략은 문헌 고찰과 전문가 검토로 개발되었

다. 먼저 문헌 고찰에서는 수학 평가의 동향과 이에 따른 수학적 과정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고(Ⅱ장의 2.1 참조), 컴퓨터 기반 평가를 교수․학습

의 연장선에서 고려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에서의 컴퓨터 기반 환경의 특

징을 고찰하였다(Ⅱ장의 2.2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몇 가지 특징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이해한

Kutzler(2000)가 제안한 ‘인지 기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인지 기술’ 특징적 요소를 본 연구에서 고려할 기본적인 컴퓨터 환경에서

테크놀로지 기능으로 가정하였다(Ⅱ장의 2.2 참조).

이와 같은 인지기술의 구성요소와 수학적 과정과의 연결성을 규명하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과 별도로 표현과

연결성이 구분되어 강조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Ⅱ장의 2.2 참조). 다음으

로 기존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 및 사례를 고찰하여 평가 환경에서

의 테크놀로지의 특징적 역할을 도출하였고(Ⅱ장의 2.3 참조),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

심으로 그 원리와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 연구에 의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발된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초기 시안은 수학적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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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문항 설계 원리의 이론적 요소만 추출한 형태였다. 이때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의 각 단계나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할 목적

에 중심을 두었다.

도출된 요소는 일차적으로 수학교육학 박사 1인과 수학교육과 박사 수

료자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이 과정은 요소간의

의미 중복성, 용어의 정확, 수학적 과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

루어 졌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내용을 4점 Likert 척도 형태의 검

사 문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문항은 평가 문항 개발원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때의 문항 개발

원리와 전문가 검토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1>에서와 같다.

수학적

과정
목적 설계 원리

타당도 점수(4점만점)

평균 표준편차

문제

해결

동기화 접근성 3.67 0.47

전략화 도구선택 4.00 0.00

문서화 기록 4.00 0.00

추론
증폭 발견적 접근(탐구) 4.00 0.00

구조화(재조직화) 일반화 4.00 0.00

의사

소통

과정화 상호성 4.00 0.00

해석화 반성 3.00 0.82

협력화 중재(네트워킹) 3.67 0.47

표현
표상화 다양한 표상 4.00 0.00

통합화 표상의 연결 3.67 0.47

연결
외적 연결성 실제성(맥락성) 4.00 0.00

내적 연결성 진정성 2.33 0.47

전체 평균 3.69 0.23

<표 Ⅳ-1>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설계 원리(시안)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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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컴퓨터 기반 문항 개발 원리

문

제

해

결

문제 이해

접근성의 원리

:문제 이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도구선택의 원리

:문제해결 계획에 있어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해결

을 위한 도구 제공하고,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성

기록의 원리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제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문서화하 한다.

경우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반성을 돕는다.

추 발견-추측 탐구의 원리

<표 Ⅳ-2> 수학적 과정 중심으로 배열한 컴퓨터 기반 문항 설계 원리(시안) 

문항별 타당도 점수는 연결성의 내적 연결성을 제외하고는 3.0점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3.69로 양호하였다.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

은 내적연결성에서 추구하는 진정성의 개념이 표상의 연결과 모호하고 외

적 연결성의 원리로 사용된 수학교육 평가에서는 ‘진정성’이 실제적 맥락에

서의 진정성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

다. 또한 의사소통의 ‘반성’이 문제해결에서의 ‘기록’의 내용과 유사하면서

의사소통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않음을 지적하며 전자의 개념과 통합하거

나 의사소통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학적과정과 컴

퓨터 개발 원리를 연결시키는 지점에서 ‘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수학적 과

정의 기준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개념이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

여 원리를 연결하고 수학적 과정 영역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할 것을 지적

하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각 수학적 과정에서의 기준을 바탕

으로 각 수학적 과정의 내용을 추출, 정리하고 이와 문항개발 원리가 연결

될 수 있도록 <표Ⅳ-2>와 같이 재조직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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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컴퓨터 기반 문항 개발 원리

론

-정당화
: 추론을 하는데 있어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

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화와

확장

구조의 원리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환하고 확장하여 일반화 하게

하는 것이다.

의

사

소

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의 원리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생 간

중개의 원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력과제 등에 대해 둘 또는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

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표

현

표상 표현

다양한 표상의 원리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절하고 다양

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할 기회를 제

공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표상 연결

통합적 표상의 원리

:문제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

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

이다.

연

결

성

외적 연결

실제성의 원리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

하여 문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원리는 각 수학적 과정에 대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을 지

원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내용이 평가의 대상이 될 때 고려되

어야 하는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각 원리의 개념은 목적과 그에 따른 행

동이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 설계 원리를 추출한 근거는 앞서 ‘교수․

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특성과 인지 기술의 역할’ 및 ‘컴퓨터 기반 평가’

등의 선행연구 분석에 의한 것이며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은 <표 Ⅳ

-3>과 같으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하위 지침 및 전략을 추



- 129 -

원리 이론적 근거

접근성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의 가장 잘 알려진 능력은 참여와 동기화

를 강화 하는 것임(Cayton-Hodges, et al., 2012).

학생들에게 더 접근이 용이한 문항 제작이 가능(Kolovou &

Peltenburg, 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Thompson,

Thurlow & Moore, 2003; Van den Heuvel-Panhuizen).

지필평가의 고정된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ICT 기반 평가

에서는 동적인 비디오 클립, 애니메이션 등의 혼합을 통해 학생

들의 문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비디오가 풍부한 평가는 학생

들이 그들이 배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에 더

좋은 평가 환경을 제공(Helwig, Rozek-Tedesco & Tindal,

2002).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평가는 장애 또는 부진을 가진 피수험자

를 수용함(Almond et al., 2010; Elbaum, 2007; Shute, 2007;

Ketterlin-Geller, 2005).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문장을 크게 읽어 주는 오디오

도구의 활용이 더 장점이 될 수 있음(Elbaum, 2007; Helwig,

Rozek-Tedesco & Tindal, 2002).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제공(Burkhardt & Pead, 2003;

Pellegrino, Chudowsky & Glaser, 2001, Williamson, Bejar &

Mislevy, 2006).

도구

선택

테크놀로지는 수학 학습의 목표를 변화 시키고, 수학 학습의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한 적합한 도구의 선택과 제공이 중요

함(OECD, 2010).

인지 기술은 개념 유창성의 발달, 수학적 탐구, 다른 수학적 표

상의 통합,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학습, 문제해결 방법의 학습을

위한 도구서 작용(Pea, 1987).

인지 기술이 수학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수학적 표

상을 외연화하는 데 있어 명료성과 도구 사용과 선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Heid, 1997).

계산기나 컴퓨터는 경시, 실험, 시각화, 집중의 네 가지 측면에

서 교수학습 도구로서 가치를 지님(Kutzler, 2003).

계산기와 컴퓨터는 수학적 약점을 지닌 학생이 심화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탁원한 수학적 보정의 도구(Herget, et

al., 2000; Kutzler, 2003).

<표 Ⅳ-3>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시안)와 추출 근거  

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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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유연한 전략을 개발하게 함(Burrill et al., 2002; Ellington,

2003).

엑셀은 반복적, 재귀적 계산을 요하는 문제나 표가 필요한 문

제 이를 통한 구성을 다룰 때에 적합함(안대영, 1999, 2003;

Masalski, 1990).

기록

인지 기술은 인간의 분석, 반성, 논의 등의 사고과정의 중간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Pea, 1987).

Logo에서 직접 도형을 그리는 명령어를 작성함으로서 학생들

의 직관적인 기대를 외면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의무화하

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

수학과 문제해결에서의 반성(reflection) 이끌어 냄(Papert,

1980; Clement, 2002).

기록의 역할로서 인지기술은 문제의 해보다 과정이 중요, 과정

을 보여줌(Kutzler, 2008).

즉각적이고 관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추

론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함. 일반적인 오개념을 드러내

줌(Bransford, Brown& Cocking, 1999; Roschelle et al., 2001;

diSessa, 2001).

학생들의 과제 진행, 접근 자료의 선택, 대답에 결정 등 모든

학생의 흔적 기록 및 분석 가능(김영재, 임철일, 한민수, 2012;

Ainley, 2006; Barmby et al, 2009; Hadwin, Wynne &

Nesbitt, 2005; Zoanetti, 2010).

탐구

선택형 문항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활동적, 역동적, 상호적

문항을 통해 측정 가능 하여 지식과 기능의 이해와 함께 적용

이 가능(Kane, 2006; Leighton, 2012).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

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대수 개념이나 원

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증폭자로서 역할을 함 (한세호, 2009; Arnold, 2004; Heid, 1988,

1997, 2003; Heid & Edwards, 2001; Kutzler, 2003; McCallum,

2003; Palmiter, 1991; Pea, 1983).

함수의 역동적 탐구가 가능(Goldenberg, et al, 1991; Henessy,

1997; Hohenwarter, 2006).

귀납-연역-산출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발생수학을 경험하고 수

학 실험이 가능함(Cnop, 2001; Kutzler, 2003).

간단한 기능으로 상위 단계를 여러 방법으로 실험학습하게 됨

(Kutzler, 2003).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는 학습자가 빠른 시간에 많은 예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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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고 수학적 문제를 탐구할 수 있게 하여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정당화를 촉진함(김남희, 2006; 김화경,

2006; 류희찬, 2004; 박지현, 1999; 조완영, 2000; Jones, 1999,

2000; Mcley, 2002; Christou et al., 2004).

자료 탐색적 활동과 실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확률․통계 영역

의 내용을 스스로 탐색하게 함(김원경, 이종학, 2011).

대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치를 최적화하는 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함

(Sundheim, 1992).

엑셀 등은 수학적 모델에서 변수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즉각

적으로 관찰 할 수 있어 탐구적 활동에 적합함(Beare, 1993;

Bialas, 2001).

학생들은 컴퓨터 환경에서 귀납적인 관찰을 통해 일반적인 규

칙을 발견하려는 성향을 보임(이광상, 2005).

구조.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알고리

즘을 설계하고 이를 명령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를 분명히 하

고 생각을 정교화 할 수 있음(김화경 2005).

컴퓨터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여러 번의 다른 맥락에서 시뮬레

이션이 가능하고 개념과 원리를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함(김원경, 이종학, 2011).

프로그래밍의 활동으로 절차적 사고와 유창성을 키울 수 있음

(Paret, 19080; Kay, 1991; diSessa, 2000).

직접 그리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과 측정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더 잘 드러냄(Clement, 2002).

스프레드시트로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제공이 가능함(Baker

& Sugden, 2003).

스프레드시트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논리 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직관성을 향상시킴(손홍찬, 2006; 안

대영, 2003; Crawford, 1998; Masalski, 1990; Steward, 1994).

엑셀은 변수의 값, 상수, 구간의 크기를 다룰 수 있어 ‘만일…

라면’ 질문을 탐구하게 함(Masalski, 1990).

상호성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상호적이고 동적인 도구의 활용 가

능하고 상호적인 특성이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수행에 영향을

줌(Bridgeman, 2009; Burkhardt & Pead, 200; Cayton-Hodges,

et al., 2012).

테크놀로지는 자동화를 통해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의

사소통을 지원(Kutzl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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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는 교사 학생, 컴퓨터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

하게 함(Hershkowitz, et al., 2001).

상호적인 도구를 통한 변동성에 대한 감각 증진, 공변량에 대

한 이해 증진이 가능(Batanero et al., 1997; Cobb, McClain &

Gravmeijer, 2003).

문제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 탐구와 해결 두

차원이 있고, 문제 상황 및 내용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세 수

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Gobert, Buckely & Clarke, 2004;

Quellmalz, Timms & Burckley, 2010).

중개

인터넷 기술은 구성을 논의하고 구성을 공유하며, 구성에 협력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식의 구성에 기여함(Resnick, 1996).

인터넷은 수학 학습에 다양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여 상호

적인 자료에 직접 참여하고 수학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Johnston-Wider & Pim, 2005).

웹을 기반으로 협력적 평가가 가능함(Plichard, et al., 2004;

Resta & Laferriere, 2007).

표상

표현

다양한 도형 탐구를 통한 다수의 표상은 학생들의 이해를 발

달시킴(Hiebert & Carpenter, 1992; Kaput, 1989).

다양한 표현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Heid, 1995).

테크놀로지의 표상이 학생의 구체적 이해에서 추상적 이해로

이동하도록 도움(Kaput, 1989).

CAS 등은 대수에서의 Parameter 개념에 대한 이해 촉진에 기

여할 수 있는 기호조작이 가능함(한세호, 2009; Drijvers, 2003).

다양한 표상을 시각화. 그래픽 계산기 사용을 통한 시각화는

수학교육의 중요한 기법(한세호, 2009).

기호적 표상과 그래픽 표상의 연결; 기호적 표상과 수치적 표

상의 연결. 그래프의 방식이 특정 형태의 문제에 대한 기호적

해법의 대안이 되고 성취를 증진시킴(Mayes, 1993;

Bergsten,1996; Nasser & Abou-Zour, 1997).

시각화 기능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작용(Demana & Waits,

1994; Kieran & Drijver, 2006).

테크놀로지로 이미지들 형성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수학적 발견 과정을 자극 (Zimmermann &

Cunningham, 1991; Kutzler, 2003).

표상

연결

기호의 화합, 표상간의 조화를 이끔(Trouche & Drijvers,

2010).

테크놀로지를 통한 수학 개념간의 연결성을 강조함

(Bransford, Brown, & Cocking, 1999; Roschell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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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ssa, 2001).

실제성

테크놀로지는 추상과 실세계를 연결함(Bransford, Brown, &

Cocking, 1999; Roschelle et al., 2001; diSessa, 2001).

스프레드시트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

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가능하게 함

(Baker & Sugden, 2003).

우주와 나비효과, 인구 성장, 생태 먹이사슬, 프랙탈, 뉴턴 법칙

을 포함한 역동적인 현상들을 스프레드시트로 표현(안대영,

1999, 2003; Barnes, 1997).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는 실세계 탐구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Edwards & Jones, 2006).

컴퓨터 환경은 실제적인 자료, 대규모 자료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Johnstoon-Wider, 2005).

인위적으로 고안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교수․학습 상황을 좀 더 실제

와 가깝게 만들 수 있음(이종학, 2011).

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실행의 연결은 테크놀로지로 인해 강해

짐(Olive & Makar, 2010).

1.1.2 1차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개발

앞서 개발된 초기 시안에서의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가 되

는 내용을 ‘인지 기술’, ‘과제’, ‘평정’과 관련한 요소로 구분하고 1차 문항

설계 원리의 상세 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발된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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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리
개념과 상세지침

문제

해결

문제 이해

(동기화)
접근성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

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

책 고려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단순화

•문제 상황의 역동적이고 정확한 제시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관련성이 높은 맥락과 참

신한 과제를 적절히 활용

계획과

실행

(전략화)

도구

선택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문

제해결을 위한 도구의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문제해결 전략의 선택과 그 때 활용

하는 도구를 지원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 기능 제공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요소

로 활용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기능,

제공 방식 결정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

용

•문제해결에 도움이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

공

반성 기록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

도록 학습자의 문제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문서화

하는 것이다

•키 등 도구 조작 과정의 게시 및 기록 지원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요구

•문서 제작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텍

스트와 변화된 표상의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

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

•문제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

<표 Ⅳ-4>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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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설계

원리
개념과 상세지침

활용

•과정 기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문제해결과 직접적이 않는 외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방법 고려

추론

발견-추측

-정당화

(증폭)

탐구

(발견적

접근)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

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하여 추론 과정을 지

원하는 것이다.

•산술, 대수, 측정, 기하, 확률, 통계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을 통한

대수적 추론 환경 지원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기하적 추론

환경 지원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

강조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

일반화 구조

구조를 이해하여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화하고 확

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 구성, 검

증 지원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의사

소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과정에

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목적 고려-탐구와 해결

•상호작용의 수준 고려-정적, 활동적, 상호작용

적 수준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회수와 조

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려

학생과

학생 간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력과제 등에 대해 둘 또

는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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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설계

원리
개념과 상세지침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 분석 평가

기회 제공

•그룹 활동을 포함한 문항 개발

•그룹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기술 선택에

있어 기술적 방법과 동시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

•의사소통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보정 기능 활

용

표현

표상 표현
다양한

표상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할 기

회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

는 것이다.

•다양한 표상의 단독 또는 동시 제공

•다양한 표상의 ‘표현’, ‘선택’ 환경 제공

•단일 표상 내의 ‘조작’ 환경 제공

•다양한 표상 표현능력 자체를 평가요소로 활용

표상 연결
통합적

표상

문제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

는 것이다.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동적 연결

•표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요소를

활용

연결성 외적 연결 실제성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

용하여 문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문제해결에 모델링 활용 환경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적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웹 기반 자원의 활용

∙내용 분석을 통한 실생활, 타 교과 관련 문제

상황의 활용

∙접근 가능한 구현

∙평가 목적 외의 간단한 계산 등은 지원

수학적 과정 중심으로 개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설계 원리

(1차)는 다섯 가지 수학적 과정영역을 중심으로 각각 하나에서 세 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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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총 10개의 설계 원리와 그에 따른 상세 지침 총 43개로 개발되었

다. 이 때 각 설계 원리에 따르는 상세 지침은 전략적 성격이 강하며 문항

개발에 있어 모두 적용해야 하거나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은 아니며, 평가

의 목적과 각 수학적 과정에 있어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이다.

1.1.3 평가 문항 설계 원리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전문가 검토의 목적은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설계 원리를 이론적, 논

리적 측면에서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한 타당화 검사 도구는 첫

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도

출하는 과정에 관한 평가 문항, 둘째, 수학적 과정 요소와 문항 개발 원리

및 전략 에 대한 평가 문항, 셋째, 각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 및 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타당화 검사 도구는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검사 도구의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

는 전문가 의견란을 제공하였다.

1)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 과정과 원리 전반의 1차 전문가 검토

먼저 문항 개발 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화 결과는 <표 Ⅳ-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은 3.25에서 3.7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 타

당도 지수(CVI)와 평정자간의 일치도 지수(IRA)가 .80보다 높으므로 문항

개발 원리 도출 과정은 여러 기준에 모두 타당하며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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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관련 문헌 탐색의 적합성 4 4 3 3 3.5 0.50 4/4=1

4/5=.80

용어의 적절성 4 3 3 3 3.25 0.43 4/4=1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

4 4 4 3 3.75 0.43 4/4=1

조직화의 적절성 3 4 4 3 3.5 0.50 4/4=1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4 4 3 2 3.25 0.83 3/4=.75

<표 Ⅳ-5> 평가 문항 설계 원리(1차) 도출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전문가 C는 수학적 과정에 하위 목록과 문항개발원리가 서로 독립적으

로 연결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각 원리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제공된 자료로 비추어서는

수학적 과정에 표현, 연결성은 포함되고 CCSSM 등에서 제시한 다른 구조

를 살피고 사용하기나 추상화하기 등의 수학적 실천은 어디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Ⅱ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결국 수학적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임에 동의하였다.

전문가 E는 실제적인 문항 개발 사례에 대한 PISA의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평가와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평

가 문항 개발을 시도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1년 선행 연구가 본 연

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문항 개발의 실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에 낮은 점수

(4점 만점에 2점)를 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11)의 문제해결력 평가의 개발연

구의 과정과 실제를 문헌과 개발 문항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으나 평가 문

항 개발원리가 문제해결에 치중되어 있고 과학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개발

된 문항으로 수학의 특성과는 차이가 많아 함의하는 바가 적었다. 특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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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문항 설계 원리보다는 실제 문항 개발에 초점이 있어 원리를 도출

하기에는 함의점이 부족하였고 개발 연구에서 참고한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상호성’ 등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E의 또 다른 의견은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예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항 설계 과정에서 모든 원리

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기에 중요하게 활용될 상황이 문항 검토 및 수정 과

정에서의 사용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원리를 활용한 구체적 예 개발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기를 기대하였다.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도 이러한 실제적인 예와 적용에 대한 요구는 보편성과 이해성에서

낮은 점수(4점 만점에 2점)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D는 도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들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

항 설계를 위한 이상적인 원리만을 나열하지 않고, 실제적인 설계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실용적이고 현실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고, 컴퓨터 기반 평

가가 국내에서 보편화 되지 않은 만큼 이런 것을 구현한 사례를 통한 설명

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원리의 적용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서 제시된 원리를 한 번에 모두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일부 필요한 부

분만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항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한다는 등이 부

가 설명되면 유용성과 이해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타당화

결과는 <표 Ⅳ-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은 2.75에서 3.5까지 분포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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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타당성 4 4 3 3 3.5 0.50 4/4=1

3/5=.6

설명력 3 4 3 3 3.25 0.43 4/4=1

유용성 4 4 3 3 3.5 0.50 4/4=1

보편성 4 3 3 2 3 0.71 3/4=.75

이해성 3 3 3 2 2.75 0.43 3/4=.75

<표 Ⅳ-6> 평가 문항 설계 원리(1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보편성과 이해성에서 .75로 나타났고, 이에 따

라 평정자간 일치도가(IRA)가 0.6으로 문항설계 원리는 보편적 적용과 이

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진술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문항 설계 원리에는 각 원리가 구현된

사례를 기존 평가 문항이나 개발 문항을 통해 소개하고 각 원리를 적용하

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2)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1차 전문가 검토

각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의 평균은 2.75에서 3.75까지 분포 되어 있으며 채점자간 일치도

는 총 0.81로 적절한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 세부 지침 중 8개의 항

목이 내용 타당 지수가 모두 0.75로 0.8보다 낮아 수정이 필요하거나 삭제

되어야 할 항목으로 드러났다. 개별 문항 설계 원리 및 지침에 대한 전문

가 검토 결과는 <표 Ⅳ-7>에 정리하였다. 세부 항목의 구분을 위해 각 원

리에 대한 전략을 편의상 표에서와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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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리
개념과 전략, 지침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접근

성

1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수정

4/4=1

1.1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

에 대한 지원책 고려
4 4 3 3 3.5 0.50 4/4=1

1.2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단순화
4 4 4 3 3.75 0.43 4/4=1

1.3 문제 상황의 역동적이고 정확한 

제시 
4 4 4 3 3.75 0.43 4/4=1

1.4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관련성이 높

은 맥락과 참신한 과제를 적절히 활

용

4 3 3 3 3.25 0.43 4/4=1

도구

선택

2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제

공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의 선

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수정

5/5=1

2.1 학습자의 문제해결 전략의 선택과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 
4 4 4 3 3.75 0.43 4/4=1

2.2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 

기능 제공
4 4 4 3 3.75 0.43 4/4=1

2.3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요소로 활용 
4 4 4 3 3.75 0.43 4/4=1

2.4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

구와 그 기능, 제공 방식 결정
4 3 3 3 3.25 0.43 3/4=.75

2.5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
4 2 3 3 3 0.71 3/4=.75

2.6 문제해결에 도움이 도구사용에 필

요한 팁을 제공
4 3 3 3 3.25 0.43 4/4=1

기록

3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는 것

이다.

4 4 4 3 3.75 0.43 4/4=1

수정

5/5=1

3.1 키 등의 도구 조작 과정의 게시 

및 기록 지원
3 4 4 3 3.5 0.50 4/4=1

3.2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요구
4 4 3 3 3.5 0.50 4/4=1

3.3 문서 제작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

록을 돕고 텍스트와 변화된 표상의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쉽게 문제

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

4 4 4 3 3.75 0.43 4/4=1

3.4 문제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

정 등의 기능 활용
4 4 3 3 3.5 0.50 4/4=1

3.5 과정 기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3 3 2 3 2.75 0.43 3/4-.75

3.6 문제해결과 직접적이 않는 외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

가 방법 고려 

4 2 3 3 3 0.71 3/4=.75

<표 Ⅳ-7>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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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전략, 지침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탐구

4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

게 하여 추론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6/6=1

4.1 산술, 대수, 측정, 기하, 확률, 통계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4 3 4 3 3.5 0.50 4/4=1

4.2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

을 통한 대수적 추론 환경 지원
4 3 4 3 3.5 0.50 4/4=1

4.3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기하적

추론 환경 지원
4 4 4 3 3.75 0.43 4/4=1

4.4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

당화 강조
3 4 4 3 3.5 0.50 4/4=1

4.5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
4 4 4 3 3.75 0.43 4/4=1

구조

5 구조를 이해하여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화

하고 확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4 3 4 3 3.5 0.50 4/4=1

수정

3/3=1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

구성, 검증 지원
4 4 4 3 3.75 0.43 4/4=1

5.2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4 2 3 3 3 0.71 3/4=.75

5.3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4 3 4 3 3.5 0.50 4/4=1

상호

성

6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해

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수정

3/3=1

6.1 상호작용의 목적 고려-탐구와 해결 4 4 4 3 3.75 0.43 4/4=1

6.2 상호작용의 수준 고려-정적, 활동적, 상

호작용적 수준
4 4 4 3 3.75 0.43 4/4=1

6.3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

용 시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

려

3 4 3 3 3.25 0.43 3/4=.75

중재

7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력과제 등에 대

해 둘 또는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

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4 4 3 3 3.5 0.50 4/4

5/5=1

7.1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 분석

평가 기회 제공
4 4 4 3 3.75 0.43 4/4

7.2 그룹 활동을 포함한 문항 개발 4 4 3 3 3.5 0.50 4/4

7.3 그룹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기술

선택에 있어 기술적 방법과 동시에 학생들

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

4 4 3 3 3.5 0.50 4/4

7.4 각 의사소통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보

정 기능 활용
4 4 3 3 3.5 0.5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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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전략, 지침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다양

한 

표상

8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

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

을 조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의 관

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6/6=1

8.1 다양한 표상의 단독 또는 동시 제공 4 4 4 3 3.75 0.43 4/4=1

8.2 다양한 표상의 ‘표현’, ‘선택’ 환경 제공 4 4 4 3 3.75 0.43 4/4=1

8.3 단일 표상 내의 ‘조작’ 환경 제공 4 4 4 3 3.75 0.43 4/4=1

8.4 다양한 표상 표현능력 자체를 평가요소

로 활용
4 4 4 3 3.75 0.43 4/4=1

통합

적 

표상

9 문제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3/3=19.1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동적

연결
4 4 4 3 3.75 0.43 4/4=1

9.2 표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요소를 활용
4 4 4 3 3.75 0.43 4/4=1

실제

성

10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

락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4 4 4 3 3.75 0.43 4/4=1

수정

5/5=1

35/43

=0.81

10.1 문제해결에서 모델링 환경 활용 4 4 4 3 3.75 0.43 4/4=1

10.2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적 data base의

활용
4 4 4 3 3.75 0.43 4/4=1

10.3 web based resource의 활용 4 4 3 3 3.5 0.50 4/4=1

10.4 내용 분석을 통한 실생활, 타교과 관련

문제 상황의 활용
4 4 4 3 3.75 0.43 4/4=1

10.5 접근 가능한 구현 4 2 4 3 3.25 0.83 3/4=.75

10.6 평가 목적 외의 간단한 계산 등은 지

원
4 4 3 3 3.5 0.50 3/4=.75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도구 선택 원리의 지침인 ① 2.4 수학의 각 내용

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기능 및 제공 방식 결정, ② 2.5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 기록의 원리의 지침인 ③ 3.5 과정 기

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④ 3.6 문제해결과 직접적이 않는 외

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방법 고려, 구조의 원리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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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하위 지침 내용 CVI
수정

사항

도구

선택

2.4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기능 및

제공 방식 결정
.75 재진술

2.5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 .75 재진술

기록

3.5 과정 기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75 재진술

3.6 문제해결과 직접적이 않는 외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방법 고려
.75

3.5에

통합

구조 5.2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75 재진술

상호성
6.3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시도회수

와 조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려, 실제성 원리의 전략인
.75

재조직

및

재진술

연결성
10.5 접근 가능한 구현 .75 삭제

10.6 평가 목적 외의 간단한 계산 등은 지원 .75 삭제

<표 Ⅳ-8>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상세지침

인 ⑤ 5.2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⑥ 6.3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시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려, 실

제성 원리의 지침인 ⑦ 10.5 접근 가능한 구현 ⑧ 10.6 평가 목적 외의 간

단한 계산 등은 지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침 2.4와 2.5가 너무 일반적이면서 인지 기술의 용어가 그

대로 사용되어 좀 더 구체적이 필요가 있으며 5.2의 경우 역시 화이트 박

스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개인에 따라 이해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6.3의 경우는 문제해결의 기록과 차

이를 알 수 없고, 10.5의 경우도 접근성의 원리와 구분이 안 되며, 10.6은

연결성에 대한 원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테크놀로지의 기능으로 보이므로

의도를 살려 진술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문가 평가의

점수가 낮고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수정을 제안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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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

앞서 <표Ⅳ-7>의 평가 지수와는 별도로 면담을 통해 전문가가 세부 항

목에서 주로 언급한 의견은 ‘① 전문적인 용어는 정의를 하고 사용하거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 할 것 ② 각 원리가 적용된 예시가 제시되

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③ 각 전략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의미를 구

분하거나 삭제 또는 통합하여야 함, ④ 전략 내에서도 일반적인 것이 있고

영역 특수적으로 진술된 것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재조직할 필요가 있음’

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관한 의견으로 문헌 분석을 통한 원리 도

출의 과정을 명확히 표현해 줄 것과 수학적 과정을 기준으로 각 원리를 배

치하여 설명하다 보니 수학적 과정과 각 원리가 일대일 대응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원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각

세부 원리가 모두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전문가 검토 후 수정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변인 도출 과정을 구조화하여 그림으로 연구기본 사항에 제

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 과정의 이해를 돕고,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하였다.

둘째,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 과정을 재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컴퓨

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도출의 근거가 되는 교수․학습에서

의 테크놀로지의 특성과 인지기술의 의미,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의 특징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하였다. 교수․학습에서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역

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Pea(1985, 1987)와 Kutzler(2003, 2008)가 언

급한 인지 기술임을 명확히 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항설계 원리는

이 인지기술의 관점과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의 특징을 종합하여 도출한 것

임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Ⅱ장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셋째, 문항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을 통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장

을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10개였던 문항 설계 원리 중 구분이 어려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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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상’의 원리와 ‘통합적 표상’의 원리를 ‘표상의 원리’로 통합하여 <표

Ⅳ-9>에서와 같이 9개의 문항 설계원리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상세 지

침은 <표 Ⅳ-10>과 같이 중복된 표현과 모호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

및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문항 설계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를 첨가하였다. 각 문항 설계 원

리가 서술에만 의존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세 지침을 뒷받침하는 예

를 관련 선행연구와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 문항의 예 등으로 설명하여 추

가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학적 과정과 문항 설계원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이 수학적 과정의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컴퓨터 기

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수학적 과정을 기준으로 각 원리를 배치하여 설명하다 보니 수학적 과정과

각 원리가 일대일 대응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차 전문가 검토

시에는 표에서 이 둘을 분리하여 나타내고, 문항 설계원리를 설명한 후, 이

후 수학적과정과 각 원리의 관련성을 별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편의상 별

도로 제시한 것이지 이 논문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한 것으로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원리와 수학

적 과정과의 관계는 Ⅳ장 3절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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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도구선택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

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의 선택의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구선택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해결

을 위한 도구 제공하거나, 평가참여자가 실

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기록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제해결 과정을 기

록하여 문서화하는 것이다.

기록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

는 것이다.

탐구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

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

게 하여 추론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탐구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

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구조

구조를 이해하여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화

하고 확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구성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력과제 등에 대

해 둘 또는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

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원

하는 것이다.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의사

소통을 중개하는 것이다.

-다양한 표상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

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

것을 조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적 표상

문제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표상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성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

락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

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실제성

다양한 맥락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표 Ⅳ-9>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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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상세 지침(전략) 변경내용

접근성

1.1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

고려

수정

순서변경

1.2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단

순화
통합 삭제

1.3 문제 상황의 역동적이고 정확한 제시 수정

1.4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관련성이 높은 맥락과 참신한

과제를 적절히 활용
통합 삭제

도구

선택

2.1 학습자의 문제해결 전략의 선택과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
수정

2.2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 기능 제공 수정

2.3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요소로

활용
수정

2.4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기능, 제

공 방식 결정
통합 삭제

2.5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 수정

2.6 문제해결에 도움이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 수정

기록

3.1 키 등의 도구 조작 과정의 게시 및 기록 지원 수정

3.2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요구
수정

순서변경

3.3 문서 제작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텍스트

와 변화된 표상의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쉽게 문

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수정

순서변경

3.4 문제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 활용 수정

3.5 과정 기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수정

탐구

4.1 산술, 대수, 측정, 기하, 확률, 통계 내용 영역을 고

려한 탐구 과정 지원
삭제

4.2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을 통한 대

수적 추론 환경 지원
통합 삭제

4.3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기하적 추론 환경

지원
통합 삭제

4.4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 강조 수정

<표 Ⅳ-10> 1차 전문가 검토에 따른 문항 설계 원리 상세 지침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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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상세 지침(전략) 변경내용

4.5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 수정

구성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 구성, 검증

지원
수정

5.2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통합 삭제

5.3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

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수정

상호성

6.1 상호작용의 목적 고려-탐구와 해결 수정

6.2 상호작용의 수준 고려-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

준
수정

6.3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시도회수

와 조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려
수정

중개

7.1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 분석 평가 기회

제공
수정

7.2 그룹 활동을 포함한 문항 개발 수정

7.3 그룹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기술 선택에 있어

기술적 방법과 동시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
수정

7.4 각 의사소통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보정 기능 활용 삭제

다양한

표상

8.1 다양한 표상의 단독 또는 동시 제공 삭제

8.2 다양한 표상의 ‘표현’, ‘선택’ 환경 제공 수정

8.3 단일 표상 내의 ‘조작’ 환경 제공 수정

8.4 다양한 표상 표현능력 자체를 평가요소로 활용 통합 삭제

표상

연결

9.1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동적 연결 수정

9.2 표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요소를 활용 수정

실제성

10.1 문제해결에서 모델링 환경 활용
수정

순서변경

10.2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적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통합 삭제

10.3 웹기반 자원의 활용 삭제

10.4 내용 분석을 통한 실생활, 타교과 관련 문제 상황

의 활용
통합 삭제

10.5 접근 가능한 구현 삭제

10.6 평가 목적 외의 간단한 계산 등은 지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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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완이 요구되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문

항 설계 원리를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설계 원리를 1차 전문가 검토에 참여

한 전문가들에게 다시 검토를 받았다. 개별 설계원리에 대해서는 수정 전

과 수정 후 설계 원리를 모두 제시하고, 수정 전 설계 원리에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와 함께 각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

고, 타당도를 4점 척도(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2.1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해 1차 전문가 검토 결과에서 평정자간

일치도와 내적 타당도가 낮지 않게 나타났지만, 제시된 문항 설계원가 선

행 연구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원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관계를 다

시 제시하여 도출과정의 서술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하였다.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선행 문헌 탐색의 적합성 4 4 3 4 3.75 0.43 4/4=1

5/5=1

용어의 적절성 4 4 3 4 3.75 0.43 4/4=1

선행문헌 분석의 적절성 4 3 4 4 3.75 0.43 4/4=1

조직화의 적절성 4 4 4 3 3.7.5 0.43 4/4=1

선행문헌 탐색 반영의 적절성 4 4 3 3 3.5 0.5 4/4=1

<표 Ⅳ-11> 평가 문항 설계 원리(2차)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평가결과, 평정자 간의 일치도(IRA=1)와 내용 타당도(CVI=1)가 <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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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와 같이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는 수정된 평

가 문항 설계 원리에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이다.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타당성 4 4 3 4 3.75 0.43 4/4=1

5/5=1

설명력 4 4 4 4 4 0.43 4/4=1

유용성 4 4 4 3 3.75 0.50 4/4=1

보편성 4 4 3 3 3.5 0.5 4/4=1

이해성 4 4 4 3 3.75 0.43 4/4=1

<표 Ⅳ-12> 평가 문항 설계 원리(2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1차 설계 원리에 비해

2차 설계 원리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서술되어 원리의 이해도와

설명력이 높아 졌다고 평가하였고, 1차 검토에 일치도가 떨어졌던 보편성

과 이해성에서 평정자간의 일치도와 내용 타당도가 모두 1로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용어의 선택에 있어 전문가 B와 E의 경우

‘실제성’이라는 용어가 외적 연결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

적합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결성’ 또는 ‘외적 연결’, ‘외적

확정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C의 경우에도 탐구의 원리와 구성의 원

리가 서로 관계에 있어 선후가 있는 느낌이고 용어에 있어 구분이 애매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탐구를 통한 이해 후에 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각각의 초점이 다르다는 점을 면담을 통해 이해하였고, 최종 설

계 원리에서는 이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B의 경우는 다른 용어들은 핵심 단어로 되어 있는데 비해 ‘접근

성’과‘ 상호성’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듯 제시되어 있어 일관성을 고려하

여 ‘접근’, ‘상호작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또한 접근성의 경우 문장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므로 ‘학생들이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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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도로, 상호성의 경우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도록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의미를 벗어

나지 않고 다른 진술과 일관성 면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항 설계 원리 2차 전문가 검토 시에는 수학적 과정과 각 원리를 구분

하여 제시하고 각 수학적 과정의 영역과 설계 원리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는 각 원리가 수학저 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설계 원리 인지를 타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Ⅳ-13>에서와 같

이 평균이 3.75에서 4까지 분포하였고, 평가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IRA=1)

와 내용 타당도(CVI=1)가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적
과정

설계
원리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문제
해결

접근성 4 4 4 4 4 0 4/4=1

9/9=1

도구
선택

4 4 3 4 3.75 0.43 4/4=1

기록 4 4 3 4 3.75 0.43 4/4=1

추론

탐구 4 3 3 4 3.5 0.5 4/4=1

구성 4 4 3 4 3.75 0.43 4/4=1

의사소
통

상호성 4 4 4 4 4 0 4/4=1

중개 4 4 3 3 3.5 0.5 4/4=1

표현 표상 4 4 4 4 4 0 4/4=1

연결 실제성 4 4 4 3 3.75 0.43 4/4=1

<표 Ⅳ-13> 평가 문항 설계 원리(2차)의 수학적 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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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상세지침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접근

성

1.1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

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4 4 4 4 4 0 4/4=1

3/3=1

1.2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

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다.
4 4 3 4 3.75 0.43 4/4=1

1.3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역

동적이고 정확한 제시와 참신한 과

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4 4 4 4 4 0 4/4=1

도구

선택

2.1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기능을 제공한다.
4 4 4 4 4 0 4/4=1

4/4=1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를 활용한다.
4 3 3 4 3.5 0.5 4/4=1

2.3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

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

다.

4 4 4 4 4 0 4/4=1

2.4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

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

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4 3 3 4 3.5 0.5 4/4=1

기록

3.1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4 4 3 4 3.75 0.43 4/4=1

5/5=1

3.2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하고 문서화 한다.

4 4 4 4 4 0 4/4=1

3.3 문제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4 4 4 4 4 0 4/4=1

3.4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를 요구한다.
4 4 4 4 4 0 4/4=1

<표 Ⅳ-14>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2차) 전문가 검토 결과

1.2.2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2차 전문가 검토

1차 전문가 검토 후, 수정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상세 지침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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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상세지침
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B C D E

3.5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

하고 이를 채점에 활용한다.
4 4 4 4 4 0 4/4=1

탐구

4.1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

원 방법을 결정한다.
4 4 4 4 4 0 4/4=1

3/3=1
4.2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

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4 4 4 4 4 0 4/4=1

4.3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

로 활용한다.

4 4 4 4 4 0 4/4=1

구성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4 4 4 4 4 0 4/4=1

2/2=1

5.2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4 4 3 3 3.5 0.5 4/4=1

상호

성

6.1 상호작용의 목적을 고려한다.

-탐구와 해결
4 4 4 3 3.75 0.43 4/4=1

4/4=1

6.2 상호작용의 수준을 고려한다.

-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준
4 4 3 3 3.5 0.5 4/4=1

6.3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

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이를 측

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4 4 3 3 3.5 0.5 4/4=1

중재

7.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4 4 3 4 3.75 0.43 4/4=1

4/4=1
7.2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

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4 4 4 3 3.75 0.43 4/4=1

7.3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한다. 4 4 3 3 3.5 0.50 4/4=1

표상

8.1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
4 4 4 3 3.7.5 0.43 4/4=1

4/4=1

8.2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4 4 4 3 3.75 0.43 4/4=1

8.3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

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4 4 4 4 4 0.50 4/4=1

8.4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4 4 4 3 3.75 0.43 4/4=1

외적

연결

9.1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4 4 4 3 3.75 0.43 4/4=1 2/2=1

29/29=1
9.2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4 4 4 4 4 0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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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접근성의 원리 접근의 원리

도구선택의 원리 도구사용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외적연결의 원리

상호작용의 목적을 고려한다. -탐구와

해결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여 상호작

용을 지원한다.

상호작용의 수준을 고려한다. -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준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적)을 고려하

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중개 방법을 지원한다.

<표 Ⅳ-15>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된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검토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와 내용 타당도 지수는 1로 모두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2차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모두 상세 지침에 대해서는 지

난번에 비해 잘 조직화 되고, 잘 정리되어 제시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에는 여전히

지침 자체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6.1 상호작용의 목적

을 고려한다.’, ‘6.2 상호작용의 수준을 고려한다.’ 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문장의 재진술을 제안하였다.

1.3 수정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적되고 수정된 원리의 용어와 상세 지침 내

용은 <표 Ⅳ -15>와 같다.

1, 2 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된 문항 설계 원리와 상세 지침은

<표 Ⅳ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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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문항 설계 원리

문 제

해결

문제

이해

접근의 원리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

게 제시한다.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

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정확한 제시와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도구사용의 원리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제공

하거나, 평가 참여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반성

기록의 원리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한다.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문제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한다.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에 활용

한다.

추론

발견

-추측

-정당화

탐구의 원리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표 Ⅳ-16> 1,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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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문항 설계 원리

추론
일반화

와 확장

구성의 원리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하

게 한다.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의사

소통

컴퓨터

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원리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 상

황과 의사소통하게 한다.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적)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

다.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

록과 이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학생과

학생 간

중개의 원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

개한다.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중개 방법을 지원한다.

표현

표상의

표현과

연결

표상의 원리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연

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다양한 표상 표현 능력, 표상간의 통합 능력을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연결

성

외적

연결

외적연결의 원리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킨다.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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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평가

2.1 평가 문항 설계원리를 활용한 사용자 문항 설계

실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데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가 유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2인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적용에서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준전문가 2

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평가자들이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데 있어 편리성을 제공하

기 위하여 문항 설계의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의 도구 활

용 과정 중심의 평가 연구(고상숙 외, 2013)에서 개발된 평가 문항을 활용

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 방식과 둘째, 참여자들이 자유롭

게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

중에 선택하여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 원리를 쉽게 활용하여 평가

문항을 설계할 수 있는 문항 개발 양식과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사용하여

실제 평가 문항을 설계한 예를 함께 제시하였다. 관련 자료는 [부록 3],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 F와 H는 자신이 수업에서 활용하였던 과제를 바탕으

로 문항을 설계 하였고, 준전문가 I는 기존 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을 설계

하였다. 또한 전문가 G는 기존의 문항과 자신이 개발한 문항 모두를 활용

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를 하였다.

전문가 F는 GeoGebra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고, 최근 4년간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컴퓨터 기반 환경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오고 있었다. GeoGebra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존에 자신

이 개발하여 수업에서 활용하였던 등비급수의 도형을 직접 만들고 급수의

합을 구하는 과제를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를 사용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전문가 F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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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작성한 평가 문항 설계안은 [부록 5]에 제시하였

다. F는 문항의 성격과 활용하려는 컴퓨터 기반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원리의 의도와 방법을 파악하여 모든 수학적 과정과 관련한 원리를

거의 활용하였다. 이는 각 설계 원리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 것

이라 하겠다. 다만 상호작용 원리에 있어서 F가 설계하는 문항에 사용하려

는 작도, 그래픽의 기능뿐만 아니라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구성 네비게

이션 기능 등에서 이미 상호적인 작용을 전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세지침을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였다.

전문가 G와 준전문가 I가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문항(고상숙 외, 2013)

의 경우 수학적 과정 영역이 하나로 한정되어 있어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적용한 설계안 역시 매우 간단히 작성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G의 경우는

GSP, Poly, GrafEq 등의 소프트웨어와 계산기 등을 잘 다루며 수업에서

정기적으로 많이 활용하였던 평가자로, 처음에는 기존에 개발된 평가 문항

을 활용하였다가 컴퓨터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듯하여, 새로운 주

제로 문항을 또 하나 설계 하여 두 가지 방법 모두로 문항을 설계안을 작

성하였다.

전문가 G가 설계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은 고등학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주제로 하였다. 학생들이 식으로 해결하기에 다소 복잡하게 주어진

점화식을 대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을 활용하

여 단계적으로 그 관계를 파악하고 일반항을 유도해 갈 수 있게 과제를 구

성하였다. 작성한 설계안을 보면 탐구와 추론과 함께 자동화를 통한 보정

의 역할의 강점으로 활용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준전문가 H의 경우는 개발 원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해

석을 하며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를 설계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H가 설계

한 평가 문항은 중학교 2학년의 ‘일차방정식과 그 그래프’에 관한 내용으로

실생활의 문제 상황에서 출발한 과제를 해결하지 위해 스프레드시트의 표

와 그래프의 두 가지 표상을 중심으로 한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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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스스로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어 가는 문항을 생각

하며 ‘왜 이런 평가 문항을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다루면 좋은지에 대해 스

스로 반문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하게 하였다.’고 언급하며, 그렇게 할 수 있

었던 데에는 제안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가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4인 모두 아직은 기존의 자신들이 활용하였거나

이제까지 활용되어온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의존적으로 문항을 설계하는 것

을 보였다. 그러나 설계 원리 사용자 모두 제시된 평가 문항 설계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고, 문항 설계 원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평가 문항 설계를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구분한 것은 문항 설계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컴퓨터를 교수․학습에 사용한 경험과 관련 지

식이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이해와 실제 문항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모든 사용자가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설계된 문항 사례를 보면 개발된 설계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그

동안의 교수 설계나 문항 개발의 경험과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의 이해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초보 설계자와 전문 설계자가 본 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컴퓨터 기반 수

학 평가 문항을 설계할 때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F

는 문항 설계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초보 설계자와 전문

설계자의 차이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오히려 설계 원리에 대

한 이해 정도가 문항 설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전문가 G는 컴퓨터와 수학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과 경험에 따

라 문항설계 원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설계 원리의 이해와 적용에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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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성 평가 결과

1, 2 차 전문가 검토에 의하여 수정된 문항 설계 원리는 컴퓨터 기반 환

경 교수․학습에 관한 주제로 수학교육 박사학위를 획득한 현장 교사 한

명과 오랜 동안 실제 수학 수업에서 테크노로지를 활용해온 한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 원리를 사용하여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도록 하고, 그 후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설계 원리에 대한 사용

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사의 문항 설계에

서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경력이 짧으나 수학 학습에 쓰이는 소

프트웨어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두 명의 교사를 준전문가로서 사용성 평

가에 참여하게 하였고, 전문가 사용성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전반적인 문항 개발 원리와 세부 전략들이 문항을 개발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Ⅳ-17>은

문항 설계를 한 후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사용성 평가

전문가

평가

준전문가

평가 M SD CVI IRA

F G H I

문항 설계 원리가 수학적 과

정의 각 영역의 컴퓨터 기반

문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3 4 4 3.75 0.43 4/4=1

3/3=1각 상세 지침 및 전략이 명

확하다.
3 3 3 3 3 0 4/4=1

전략 및 지침과 함께 제시된

예시가 도움이 된다.
4 3 4 3 3.5 0.37 4/4=1

<표 Ⅳ-17>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문항 설계 원리 사용성 평가

<표 Ⅳ-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정된 설계 원리와 관련하여 사용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은 3에서 3.75까지 분포 되어 있고 내용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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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CVI)와 전체 평가자 간의 일치도(IRA)는 모두 1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하여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된 설계 전략은 사

용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평가의 결과와는 별도로 세부 지침에 대한 적용에서 실제 적용

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

가 F는 외적연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

였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실제 현상은 매우 복잡하여 다루기 어렵다는 점 때문

에 자료를 가공하여 인위적인 맥락으로 만든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에 평가에 알맞은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고 활용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준전문가 H는 세부 지침에 있어 활용이 어려웠던 지침으로 구성의

원리와 기록의 원리를 들었다.

구성의 원리 경우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

단되지만, 이런 구성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구성을 하도록 하는 평

가라면, 평가에 적용하기 이전에 그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게 하는 시간이

수업시간과 별개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록의 원리는 학생의

중간과정이 모두 기록된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 요소

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문항 설계에 있어

학생의 풀이 과정 기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은 거시적이고 일반적으로 과정 중심의 수학

평가 문항 설계의 원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성 평가자들이 제기한 상세

지침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수학 외적연결에 적합한 맥락과 자료

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으로 교수학습에 있어 의미 있는 학생 활동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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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연구 등 실제적인 예

시 문항 개발과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에서의 컴퓨터 기반 평가는 교수․학습과 병행되고,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향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준전

문가 H가 지적한 대로 구성활동을 평가 한다는 것은 교수․학습에서도 수

학적 과정의 측면에서 구성의 활동을 컴퓨터 기반 환경을 통하여 강조하고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 원리의 문항 개발의 실제적 사용에 있어 강점

으로는 각 원리에 대한 하부영역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는 것(전문가 F, 준전문가 I), 수학적 과정 요소에 원리를 대응시켜 학습과

평가를 연계시킨 점(전문가 G),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이 왜 지필 평

가 문항과 별개로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준전문가 H), 컴퓨터 기반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살

린 원리로 교사들의 계획적 평가가 가능한 것(준전문가 I)을 꼽았다.

모든 사용자들이 세부 지침을 더 추가하거나 크게 개선될 점이 없다는

데 동의하였고,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가 많이 필요 할 것이라는 의견(전문가 G, 준전

문가I)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고 전략이 복합적으로 사

용되듯 수학적 사고 경계가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

는데, 본 설계 원리에서 제시한 다양한 원리들은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어

서 하나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전문가 G, 준전문가 H)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

라 복합적으로 문항설계 원리가 적용된 예를 제시해주는 것이 현장교사들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항 설계 원리에

초점이 있었기에 이러한 지적은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문항 개발과 적용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 외 당장의 구체적인 평가 문항 개발이 어려울 지라도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침에 대한 하부영역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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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최대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교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의 참여와 실행, 연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도입을 준비하고 컴퓨터 환

경을 수학평가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가 의의가 있지만 무엇

보다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와 교육현장 저변의 인식

의 변화와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에 대한 두

차례의 전문가 이론적 검토와 사용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최종 수정된 수

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표

Ⅳ-18>, <표 Ⅳ-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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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문항 설계 원리

문제

해결

문제 이해

접근의 원리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게 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도구사용의 원리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제공하거나, 평가 참여자가 실행

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반성
기록의 원리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한다.

추론

발견-추측

-정당화

탐구의 원리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화와 확장
구성의 원리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하게 한다.

의 사 소

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작용의 원리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한다.

학생과 학생 간
중개의 원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한다.

표현 표상 표현, 연결

표상의 원리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표상

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

연결성 외적 연결

외적연결의 원리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

킨다.

 <표 Ⅳ-18> 수학적 과정과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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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설계 원리
상세지침

내용 예시

접근

학생들에게 친숙하

고 적절한 평가 환

경을 제공하여 학생

들이 평가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무한급수 문제에 많은 텍스트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시

•참여자의 수준을 파

악하고 어려움에 대

한 지원책을 고려한

다.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확대(zoom) 기능을 제공

•문제의 본질을 드

러낼 수 있는 역동적

이고 정확한 제시와

참신한 과제 제시 방

법을 활용한다.

IN OUT

1 0

2 2

3 4

4 6

5

6

7

함수 기계를 직접 작동, 패턴 관찰 후 문제해결

<표 Ⅳ-19> 최종 개발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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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사용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해

결을 위한 도구 제

공하거나, 평가참여

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여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기능

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컴퓨터화된 교구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제공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

과 활용한다. <등식의 변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 간단히 하기>는 자동으로

계산

•목적에 따라 문제해

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

게 하고 그 때 활용

하는 도구를 지원한

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직접 표에 입력하거나 정리 해 놓은 자료를 불러

와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에서 클릭의 기능으로 점을 직접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다양한 기능이 제공

되거나 친숙하지 않

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 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오른쪽 창에 기능버튼을 이용하여 설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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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문제해결과정을 기

록하여 반성을 촉진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반응 유형

을 결정한다.

결과로서의 서술형 답안 반응과 교구를 활용한 수행과정 모두 대상

•문서 제작, 수식, 이

미지 등 학습자 스스

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답안 제작에서 연산기호 입력이 쉽도록 지원

•문제해결과정의 오

류 확인 및 수정 등

의 기능을 활용한다.

학생의 답을 확인해주고 수정 또는 다시할 기회 제공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를 요구

한다.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채점 또는 피드백 제

공

•수학적 과정의 중요

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 또는 피드

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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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탐색을 통하여 개념

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

기 힘든 통찰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

을 결정한다. 일차함수    의 식에서 각 계수와 그래프의 개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하창에서만 탐구하거나

기하창과 대수창을 동시에 보며 관계를 이해하게 할 수도 있음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

당화를 강조한다.

직접 표나 그림등으로 자료를 만들고 규칙을 발견하여 나타내게 함

•자료 수집, 규칙 발

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

가 요소로 활용한다.

구성

구조의 이해를 바탕

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

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

하는 환경을 지원한

다.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 어느 경우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성하거

나 직접 타원을 기하학적으로 작도하게 하고 이를 평가함

•구성 및 구조의 이해

를 평가요소로 활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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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

게 하는 것이다.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평가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결과정을 수행하는 차원이나

결론을 내기 위해 탐구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결정

하고, 이 때 이미지만 제시하는 정적, 클릭과 드래그로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 활동적, 다양한 변수 조작이 가능한 상호적 양상 등 상호

작용의 수준을 결정하여 제시

•수준(정적, 활동적, 상

호적)을 고려하여 상

호작용을 지원한다.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회수

와 조작 등의 기록과

이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문제해결 수준

전략실행-오류 없음 있음 -

전략실행-답 탐색 제한됨 많음 충분함

답구하기 낮음 높음

문제해결 시간 단시간 장시간 기준

문제해결이나 탐구에 있어 시도횟수와 조작 등을 기록하여 문제해결

이나 탐구과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지원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

서 학습자 간의 의

사소통을 중개하는

것이다.

•컴퓨터 기반 환경에

서의 그룹 활동 문항

을 개발하고 이를 지

원한다.

여러 학생이 동시에 한 과제를 협업하여 해결하는 과제와 환경을 제

공하고, 다른 학생의 활동을 모니터 하고,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수준

에 따라 이때 소통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또는 음성을 지원하는 메신

저나 화면 창 등을 제공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함

•다른 학생의 해결 전

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

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중개

방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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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적절하고 다양한 표

상을 선택, 제공하

고 그것을 조작하고

연결할 기회를 제공

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

∙다양한 표상을 ‘표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삼각형의 수와 둘레의 관계를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으로 관찰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표 안에서 변수를 조작하거나 그림을 실제 추가

하며 자신이 추측한 패턴을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표상 내의 ‘조작’ 환

경을 제공한다.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

법을 결정한다.

반지름과 원 둘레의 관계를 그래프와 식으로 이해하도록 하되 반지름

에 따른 원주가 함수값으로 되어 반지름을 변화시키는 슬라이더로 변

화를 빠르게 볼 수 있음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다양한 표상 표현 능

력, 표상간의 통합 능

력을 평가요소로 활용

한다.

위에서 제시한 삼각형 둘레 문제에서 표의 활용이나 함수의 그래프의

표현능력을 평가하거나 원과 원주의 관계가 함수의 관계가 되어 그래

프가 구성됨을 인식하는지를 평가 할 수 있음

외적

연결

다양한 맥락과 데이

터를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적합한 맥락과 데이

터를 선택하여 활용한

다.

자유투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모델링하는 환경 제공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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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과정중심의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이미 앞서 연구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는 문제 상황의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전통적인 지필 시험에서는 표현되기 어려웠던 문제나 평가

되기 어려웠던 기능과 과정을 평가 할 수 있고(Ripley, 2003; Pead, 2012;

Pellegrino, Chudowsky & Glaser, 2001), 이전의 선택형 문항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활동적, 역동적, 상호적 문항을 통해 측정 가능하게 되었다

(Kane, 2006; Leighton, 2012). 이는 수학적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

치하며 평가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에게서 측정되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

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평가에서

수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원리이지만 하나의 평가문항 제작

에 있어 모든 원리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각

각 또는 결합하여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문항 개발에 있어서는

수학의 내용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 수학의 개념과 과정을 잘 평가하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고

려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각각의 원리는 각 수학적 과정을 고려할 때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문제해결

문제해결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시도해보고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져야 하며,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반성해 볼 기회

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배움으로써 수학교실 밖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한 사고 방법, 인내와 호기심을 갖는 습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NCTM. 2000).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은 수학의 문제나 문제적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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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기지의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의 지식이나

기능을 바탕으로 수학적 발견술이나 전략 등의 다양하면서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선욱 외, 2011).

문제해결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Polya의 ‘문제이해-

계획수립-계획실행-반성’을 기본으로 할 때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과

정을 지원 할 수 있다.

3.1.1 문제 이해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립하고 확장할 기

회를 가지고, 좋은 문제를 통해 수학학습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한다. 따라

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학의 목표를 추구하며, 흥미

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

인 문제해결은 문제해결 단계의 첫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컴

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이해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다양한

유형의 매체의 결합을 통해 보다 친숙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

들로 하여금 평가문항에 참여하도록 동기화 하는 원리가 ‘접근’의 원리이

다.

한편, 학생들의 문제 이해 단계에서의 수학의 유용성과 다양한 맥락을

통한 동기화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제적 맥락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외적연결’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성은 연

결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나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는 다양한 수치와

복잡한 조건의 실생활이나 타교과의 상황을 좀더 조직적으로 제시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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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계획 및 실행

NCTM(2000)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고 채택하는 능력을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능력으로 여긴다. 즉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전략 중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고 채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적용은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학년 학생

들의 경우는 전략을 표현하고 범주화하며 비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서, 여러 내용 영역에 걸쳐 전략을 활용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어야 한다.

중학년 학생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식하

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전략 중에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되, 전략을 수정하거나 창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전략이 보다 세련되고

정교화 되며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의 전략

에는 도구의 활용도 포함되며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선택,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도구 활용을 통해 컴퓨터 기반 도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문

항에서는 꼭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학습하기도

한다.

CCSSM의 수학적 실천 기준에서도 ‘문제를 이해하고 끈기 있게 풀기’

와 함께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다(CCSSI, 2010). CCSSM이 NCTM(2000)의 기준에서 이전에 별도로 강

조되지 않았던 기준을 더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의 글로벌 세대를 위한 교

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해결의 전략에서 도구의 선택과 활용은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ISA의 평가 틀에서도 ‘수학

적 도구의 사용’을 수학적 과정의 기본 능력으로 보고, 수학적 도구로 측정

도구와 계산기와 같은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반 도구를 포함한

다. 또한 수학적 도구의 사용 능력은 수학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의

장단점을 인식하는 지식을 포함한다(OECD, 2010). 따라서 테크놀로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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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수학적 도구의 활용 특히 컴퓨터 환경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은 수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도구 사용’의 원리는 이러

한 맥락을 반영한 원리이다.

또한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문제해결의 수단으

로서 사용 되는가 또는 추론을 위한 탐구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데, 평가라는 기본 상황이 결국은 문항에 대한 답을 반응하는데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구 사용’원리에 포함하며, 특히 추론에서 강조하는

탐구과정을 요하는 과제의 경우는 ‘탐구’의 원리를 통해 구분하여 고려한

다. 그런가 하면 문제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도구의 사용에 있어 어느 정

도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의 원리를 고려할 수 있으

며, 문항의 성격이 개인적인가 협력적 과제 인가에 따라 ‘중재’의 원리를

반영할 수도 있다.

3.1.3 반성

좋은 문제해결자는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 관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한다. 반성적 기

술을 통해 학생들은 전략을 수정하거나, 자신들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학생 스스로는 학습의 방향을 수정, 점검하고 교수자는 이

에 대한 교수의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컴퓨터 기반 환경의 수학 교수․학

습에서는 컴퓨터의 특성으로 이러한 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Artigue, 2000; Buchberger, 2002; Clement, 2002; Edward, 2003; Drijver,

1999, Pierce & Stacy, 2002; Papert, 1980). ‘기록’의 원리는 이러한 문제해

결과 추론 등에서 반성을 지지하는 원리이다.

3.2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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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추론은 수학적 현상이나 사실 등을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잠재

적인 수학적 규칙성이나 원리, 구조 등에 결론적으로 이르기 위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선욱 외, 2011). 추론과 증명은 광

범위한 현상에 관해 통찰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며, 패턴, 구조, 규칙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추측하고 증명하게 한다. 추론은 모든 학

년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내용 영역에서 기대되는 성취수준이 다르게 나타

나지만, 전 학년 및 내용에 걸쳐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지도해야 한다

(NCTM, 2000). PISA에서도 수학적 과정의 기본 능력으로 ‘추론과 논증’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0).

추론의 유형도 내용 영역에 관련되고 그 유형도 다양하나 NCTM(2000)

에서는 추론과 증명의 성취 기준을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으로서 인식

할 수 있고, 수학적 추측을 만들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 수학적 논증과 증

명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추론과 증명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국내 수학적 과정평가에서 수

학적 추론의 평가 요소는 관계를 파악하고, 표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

적으로 추측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추론에 근거한 정당화 능력과 추

론과정을 점검하는 능력, 추론의 과정과 결과를 해석 또는 확장 하는 능력

도 포함된다(정상권 외, 2012).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도 이러한 발견과 추

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추측을 만들고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3.2.1 발견과 추측, 추측의 정당화

CCSSM(CCSSI, 2010)에서는 수학 실천으로 ‘구조를 찾고 활용하기’, ‘반

복되는 추론에서 규칙성을 찾고 나타내기’, ‘추상적으로, 정량적으로 추론하

기’, ‘실행 가능한 주장을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판하기’의 네 가

지로 추론을 강조하고 있다. 즉 패턴이나 구조를 식별하기 위한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계산이나 규칙의 반복을 파악하여 일반 해법과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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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측하고, 그것이 참인지 탐구하기 위해

명제를 논리적으로 전개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 정의, 증명된 결과를 이

해하고 이용하여 논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환경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학생들의 발견과 정당화를 유

도하면서 추론 과정을 도왔다(김남희, 2006; 박지현, 1999; 조완영, 2000;

Christou et al, 2004; Goldenberg, et al, 1991; Goldenberg & Cuoco, 1998;

Jones, 1999, 2000; Henessy, 1997; Hohenwarter, 2006; Laborde, 2002).

그동안 지필평가에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몇 가지 사례를 보

여주고 문장으로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인 정도로 매체의 특징 상동

극히 제한 적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에 서는 역동적으로 정보와 패턴

을 제공할 수 있고, 조작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학생

들이 직접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다. 즉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은 상황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작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Edward, 1995).

‘탐구’의 원리는 이러한 발견과 추측의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 이 경우 표상

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발견과 추측의 과정은 ‘표상’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3.2.2 일반화 및 확장

앞서 Ⅱ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컴퓨터 기반 환경은 추론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직접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명령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를 분명히 하고 생각을 정교할 수 있다(김화경, 2006, 손홍찬, 2006; 안

대영, 2003; Masalski, 1990; Steward, 1994; BECTa, 2003; Crawford,

1998). 또한 학생들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예와 예가 아닌 것을 조작할 수

있다. LOGO의 명령어에 의한 프로그래밍, 스프레드시트의 함수 기능,

CAS의 화이트 박스로의 대수창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가령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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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수의 값, 상수, 구간의 크기를 다룰 수 있어 ‘만일 ~라면’ 질문을 탐구

하게 한다(Masalski, 1990). 다량의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래프와 표로

결과를 볼 수 있어 학습자가 부분적인 그림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성’의 원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환하고 확장

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탐구와 추측으로 그것

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를 통

합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을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탐구의 원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양

한 환경을 컴퓨터 기반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구성의 원리’는 학생이 주

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를 적극 조작

활용하는 입장에서 직접 가설과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를 컴퓨터 환경에

서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3.3 의사소통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의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수학적 표현수단을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선

욱 외, 2011). 의사소통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NCTM, 2000). 다른 사람들과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는 토론의 대상이 되며 학생들은 자신

들의 아이디어를 반성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수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

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듬고 연결하며, 보다 나은 수학적 이

해를 하게 된다.

교실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해결 방법을 발표하거나, 학급 친

구나 교사에게 자신의 추론을 정당화해야 할 때, 자신의 사고에 대한 통찰

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개별화된 이제까지의 지필평가 상황에서는 교사와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평가 중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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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의 지필평가 환경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는 수준으

로 의사소통을 평가할 수 있고 사실상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수행평가 등의 과정형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등장하였다. 컴

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컴퓨터가 역동적인 기능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학생간의 의사소통도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발달로 평가 상황에서

도 구현이 가능하다. 기존의 평가가 개별화 된 평가였다면, 컴퓨터 기반 환

경에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적인 과제 제시도 가능하다. 교수․학

습의 동향이 과제의 협력적인 해결로 옮겨간다면 평가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3.3.1 컴퓨터와 학습자간 의사소통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에서는 학습의 진행과정의 평가 등의 특정 목적

을 가지지 않은 이상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개입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학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즉 교

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대신하여, 문제 상황이 구

현되어 있는 컴퓨터와 학생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의 원리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컴퓨터 환경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상황, 탐구 환경 등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평가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문제해결과 탐구과정

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3.3.2 학습자와 학습자간 의사소통

ATCS(Assessment & Teaching for 21 Century Skill) 연구에서는 지식

경제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타인과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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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를 통한 연결’이라고 말했다. Gee와 Hayes(2010)는 대부분의 평가

는 형식화 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상호작용 및

활동의 일부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지역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실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이를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직업사회에 필요한 역량

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Hickey 등(2006)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

는 것도 근본적으로 평가의 일부분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평가가 미치는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즉각적, 가까운, 중심의, 다소 먼, 원거리’ 등의 다섯

가지 수준을 정하여 이에 따른 평가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령, 두 번째 ‘가까운 수준’은 활동 지향 평가 문항으로 토론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수준에서는 토론 과제를 구두나 지필 또는 온라인

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행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한

다. 이들은 이러한 비형식인 특성의 평가가 학급 활동에서 공동의 토론의

강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시키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예는

교사가 평가를 통해 어떻게 학생들을 집단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덜 형식

적인 문항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해줄 것이며,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활동

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력 과제를 평가에 도입하는 것은 총괄평가에서 보다는 형성평가나 중

간의 프로젝트 과제를 통한 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그

러나 앞으로 교육전반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할 방향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

다. PISA 2015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협력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능력으

로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개개인보다는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이 훨씬 크고, 이런 특성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협업능력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른 장소

에 있는 개인들과 협업해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경을 설명하였

다(OECD, 2013). ‘중재’의 원리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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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현

학교수학에서 표현 방법으로 그림, 그래프, 기호 등이 제시된다. 이를 표

상이라고도 한다. 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아이디

어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표현 양식

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컴퓨터 기반 환경은 다양한 표현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Heid, 1995). 컴퓨터의 시각화 기능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으

로 작용하며, 컴퓨터가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수학적 발견

과정과 이해를 자극한다. 가령 그래픽 계산기 사용을 통한 시각화 나 다양

한 도형 탐구를 통한 다수의 표상은 학생들의 이해를 발달시킨다. ‘표상’의

원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원리이다.

‘표상’의 원리는 표상의 표현 자체에도 관심이 있지만 표상 간의 연결에

도 초점이 있다.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수학적 대상의

다른 표상을 동시에 포착하여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유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능력을 바로 갖기는 어렵다. 컴퓨터 환경

은 여러 가지 표상의 구현이 손쉽고, 동시에 제시된 한 표상에 대한 다른

표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도구는 대수적, 그래

프, 수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결국 동적으로 잘 연결

되어야 한다. 이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5 연결성

학생들은 수학적 주제 간의 통합이나 수학과 다른 교과에 연관시키는

상황에서 수학적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전자를 일반적으로 수학 내적

연결성으로 표현하고, 후자를 수학 외적 연결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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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수학 내적 연결성

수학 내적 연결성은 수학적 아이디어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수학적 아이디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각각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일관된 전체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NCTM, 2000). 수학적 아이디어 연결은 아이디어와 개념이 표현하는 표상

간의 연결을 통해 이해되고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표상을 문제해결

이나 추론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더 이해가 풍부해 진다. 따

라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수학적 연결성은 ‘표상’의 원리를 통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표상의 원리는 표현 영역을 강조함으로서 개

발되었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을 지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또한 내적 연결성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내적 연

결성에 관한 평가 문항 설계원리는 별도로 개발하지 않았다.

3.5.2 수학 외적 연결성

수학을 다른 교과나 실생활의 맥락과 관련짓는 상황에서 수학적 연결성

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성’의 원리를 통해 강조될 수 있다.

이미 PISA 에서는 수학 ‘내용’과 ‘과정’ 외에 ‘맥락’의 요소를 사용하여

과정 요소 밖에서 직업과 실생활 등 수학 외적 연결성을 추구하고 있다.

TIMSS17) 역시 학생들이 마주친 적 없는 수학적 또는 실생활 맥락의 문제

를 해결하고, 친숙하지 않거나 복잡한 맥락에서 수학적 적용을 하는 모델

링을 강조하고 있다. CCSS의 경우에도 수학 실천으로 ‘실생활 문제해결의

수학 적용’이라는 수학적 모델링을 중요한 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실세계 상황 또는 다양한 맥락을 도입하면 교수와 학습, 평가

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결성을 문제해결과 추론, 의

사소통의 하위요소로 둠을 설명하였다(정상권 외, 2012). 그러나 컴퓨터 기

17) 제3차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 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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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는 문제해결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겠으

나 NCTM(2000)이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밝히듯이 문제해결은 모든 수학

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다섯 가지 내용 영역을 포함하여 다루어진다

는 것을 감안하여 외적연결의 원리는 외적 연결성을 강조한는 측면에서 연

결성과 관련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물리적ㆍ사회적ㆍ수학적 현상

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수학적 모델은 구

성 요소와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학생들은 현상을 명확히 하

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을 사용하기 앞서, 학생들은 수학 이외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에 대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적연결’의 원리는 외적 연결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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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1. 접근의 원리

‘접근’의 원리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환경의 장점을 살려 친숙하고 적절

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즉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하여 평가

에서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기반 평가의 보편적 설계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학습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동기화 한다. 수학 평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 이해 단계에서 포기하

는 경우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지문으로만 설명하기에 복잡한 문제 상황은

비디오나 오디오, 멀티미디어 등의 도구로 단순화, 시각화 하여 문제 상황

의 정확한 제시를 할 수 있으며, 복잡한 관계나 여러 조건들은 상호적이거

나 역동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관련성이 높은 맥락을 활용하여 문항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도 있다. 이는

컴퓨터 기반 평가가 지필 평가와 다르게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림 Ⅴ-1]는 SimScientist(Quellmalz et al., 2012)의 시뮬레이션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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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SimScientist의 문제 상황의 애니메이션 설명 화면 

문항의 문제 상황은 주어진 여러 가지 물고기의 먹이사슬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다([그림 Ⅴ-1]의 왼쪽 참조).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먹이

사슬을 표시하는 화살표 사용에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

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제시되고, 화살표를 제대로 그리

기 전 각각의 동물의 실제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그림 Ⅴ-1]의 오른쪽 참조). 이러한 기능을 문항

제시에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이해 및 문제해결에 접근성을 돕는 것

이다.

지필평가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설명하는 지문이 길거나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한 사실상 질문하는 내용 자체는 간단한 내용임에도 맥락을 설명하고 문제

에 관련된 그림을 설명하는데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에 대해 컴퓨터 기반 평가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동적인 요소를 활용

하여 문제를 보다 간단히 제시할 수 있다.

문제 제시에 있어 [그림 Ⅴ-2]와 같은 지필평가 문항18)은 문제의 상황과

그 설명을 문자와 간단한 이미지에 의존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 맥락

이나 복잡한 상황과 조건이 제시되는 문제인 경우 더더욱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긴 문장에서 학생

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문제 이해단계에서 포기하기도 한다.

18) 2008년도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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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무한등비급수 지필 평가 문항 예

[그림 Ⅴ-3]은 [그림 Ⅴ-2]의 지필 평가에서의 무한급수의 변화하는 도

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길게 설명되어 있던 문제를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한 경우로 연구자가 접근

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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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시한 예 

접근성은 동기화와 관련되므로 간단하지만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참신

한 상황으로 흥미롭게 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령 [그림 Ⅴ-4]의 오른쪽

그림은 NCTM의 규준을 바탕으로 개발한 National Library of Virtual

Manipulatives(NLVM)의 6-8학년을 위한 ‘함수기계’ 문항19)이다.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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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함수 기계의 투입구 쪽에 배열된 1, 2, 3, 4의 숫자를 드래그 하여 입

구에 투입하면 결과가 표에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패턴을 바탕으

로 5, 6, 7 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추측하는 문항이다.

IN OUT

1 0

2 2

3 4

4 6

5

6

7

[그림 Ⅴ-4] 접근성을 높이는 함수 기계 문항 제시의 예

지필 환경에서는 [그림 Ⅴ-4]의 왼쪽의 표에서와 같이 1, 2, 3, 4의 함수

값을 표로 모두 제시하고 5, 6, 7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로 제시되었을 것

이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독립변수도 직접 조작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문제 이해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조작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

의되는 ‘상호작용’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 문항의 경우 학생들의 조

작은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시각 혹은 청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돋보기

기능이나 소리 등을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가령 [그림 Ⅴ-5]

은 NLVM의 쌓기 나무를 온라인에서 해볼 수 있게 하는 애플릿이다.

19) 이하 제시된 ‘함수기계’, ‘쌓기나무’, ‘기하판’ 등의 문항은 NLVM 사이트인

http://nlvm.usu.edu/en/nav/vlibrary.html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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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입체도형 탐구 문항에서 zoom 기능을 통한 문항 접근성을 높인 예

이때 [그림 Ⅴ-5]의 오른쪽에 Zoom 기능을 따로 제공하여 필요하면 도

형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Ⅴ-6]은 Janssen, Scheltens, & Kraemer(2005)의 부진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컴퓨터 기반 뺄셈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지필 평

가 문항이다(Van den Heuvel-Panhuizen & Peltenburg, 2011: 25-27, 재인

용). 문제는 “Spiroe 만화 시리즈는 48권까지 나왔다. Jan은 이미 39권을

가지고 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만화는 몇 권인가?” 이다.

[그림 Ⅴ-6] 뺄셈의 지필평가 문항

이를 컴퓨터 환경으로 옮긴 예가 [그림 Ⅴ-7]이다. 문제 상황을 간단히

제시하고 이를 큰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부가 하였다. 귀 모양의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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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문제를 크게 읽어준다. 다시 듣기를 원하면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 뺄셈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하여 수모형

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도 하단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Ⅴ-7] 문제 듣기 기능과 수학 보조도구를 통해

문항의 접근성을 높인 예  

이상의 예에서 살펴본 노력이 모두 학생들이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문

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지필환경에서 제시되기 어려웠던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즉 문항 내용 본연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가령 음악 문제의 경우는 이제까지 지필 환경에서는 시각에 의존

한 문제만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에서는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활용하여 음악 교과의 본질인 청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Ⅴ-8]는 컴퓨터 기반의 네덜란드 중등 국가시험인 CitoTester의

음악 문제의 예이다(Martinot, 20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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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청해를 묻는 음악 문제 예

[그림 Ⅴ-8]에서 문제에 제시된 악보 위에는 실제로 음악을 들을 수 있

는 장치를 추가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시각과 청

각 모두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미분과 적분에서 각각 면

적과 부피를 구하는 상황에서 극한이나 단면의 개념은 실제 지필 환경에서

자세히 제시해주기가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 제시하기 어려웠

던 적분의 개념에서의 극한을 [그림 Ⅴ-9]에서는 Autograph의 zoom 기능

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부피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림 Ⅳ-10]과 같이 3D 기능을 활용하여 단면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부

피가 단면의 적분임을 문제에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그림 Ⅴ-9] 일정 구간의 곡선의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zoom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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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부피 구하는 문제에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능 활용 

이와 같이 접근성을 고려한 평가 문항이 적절하게 개발된다면 학생들

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각 학생들의 개인

의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Martineau & Dean, 2010). 결국 접

근성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

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접근성의 원리를 평가 문항 설계에 있어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

다.

: 복잡한 실생활 문제 상황이나 조건이 여러 가지인 문제 상황의 경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거나 문제를 여러 단계를 통해 제시하

여 문제 이해에서 오는 부하를 줄인다.

•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다.

: 평가 참여자가 청각이나 시각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 독해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고려될 때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성을 고

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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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역동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 문제에서 중요한 사항과 활동을 학생들의 평가 참여와 흥미를 진작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고 정확히 제시한다. 이때 지필환경에서

는 고려 못한 참신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2. 도구사용의 원리

‘도구사용’의 원리는 문항 개발자 입장에서는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의 사용에 있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필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사고를 표출하고 탐구하고 계산을 하는 등

의 활동에 종이와 연필이 쓰인다면 컴퓨터 환경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제

공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학습자

의 문제해결 전략의 선택과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하는데 컴퓨터 환

경이 활용되어야 한다. 즉 평가 목적과 수학적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

기능을 제공하고,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자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구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평가 문항 개발 연구

를 통해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교구

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오프라인 평가를 초점으로 한다.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수학적 도구는 교구 및 공학적 도구를 모두 포

함할 수 있다. 자와 컴퍼스, 각도기 등의 기본적인 도구에서부터 쌓기 나무

패턴 블럭, 기하판 등의 물리적 교구 등을 컴퓨터 환경으로 사용하기 용이

하게 바꾸어 평가 환경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기존의 수학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하여 평가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다.

가령 [그림 Ⅴ-11]은 초등학교에서 각도기를 사용하고 컴퍼스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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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온라인상에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Strain-Symour, 2008), [그림 Ⅴ-12]는 NLVM의 기하판을 온라인으로 옮

겨와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예이다.

[그림 Ⅴ-11] 물리적 도구의 컴퓨터화

[그림 Ⅴ-12] 온라인상의 기하판(NLVM)

이 경우 도구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활동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고상숙 외(2013) 연구에서도 지

필 평가 외에 수학적 과정의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외에도 ‘도구사용의

적절성’을 항목으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0), 부적절하

게 사용(1), 적절하게 사용(2)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도구 사용에 적절성

에 대하여 관찰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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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찰평가에서는 교사의 관찰에 의존하여 평정하여야하기 때문에

평가의 편향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의 활동을 일일이 관찰, 기

록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사 혼자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컴퓨

터 기반 환경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하여 관찰평가들 대

체하는 평가까지 실현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채점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구 사용의 원리는 문항 설계에 있어 이러한 장

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구를 제공함에 있

어 학생들에게 높은 사고 수준이나 선행 지식과 무관하게 다음 차원의 문

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통한 집중 효과 활용 할 수 있다.

Kutzler(2008)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인지적 활용을 ‘보정’이라 하였다. 자

동화나 보정의 역할을 하는 도구를 통해 수학적 절차의 일부를 사소한 것

으로 만들어 수학학습에 비계를 설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Heid, 2003;

Kutzler, 2003).

예를 들어 일차방정식 5x-6=2x+15 풀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동치 변형하기’라는 상위 단계와 ‘식 간단히 하기’라는 하위 단계를 경험하

게 되는데, 주의집중이란 하위 단계인 ‘식 간단히 하기’를 컴퓨터 환경에

맡김으로써 ‘동치 변형하기’인 상위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Ⅴ-13] 대수 도구의 사용에 있어 블랙박스와 화이트 박스의 활용 예

[그림 Ⅴ-13]의 왼쪽의 경우처럼 직접 학생들이 양변에 뺄셈을 할 것인

지 나눗셈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오른쪽의 그림의 경우의 결과를 스스로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화이트 박스로서의 의미이다(Nabb. 2010)

따라서 문항 설계 시 ‘식 간단히 하기’ 기능 등의 하위 단계에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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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평가의 목적이 ‘등식의 성질에 이해’에 있는지 ‘계산을 포함한 전

과정의 해결’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문항에서 도구의 사용을 결정하여 제공하는 기준은 수학 교수 학습에서

의 소프트웨어 활용연구들이 함의를 제공한다. Zbiek(2003)는 계산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이 CAS의 사용 후 이후 수학강좌에서 그들의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동안에 시행된 컴

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함께 제시되었던 계산기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

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유연한 전략을 개발하게 해왔다고 보고하였

다(Burrill et al., 2002; Ellington, 2003, 2006). 따라서 계산기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유연한 전략을 개발하게 하는데 이

용할 수 있다. 안대영(1999, 2003)과 Masalski 등(1990)의 연구에서는 엑셀

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는 반복적, 재귀적 계산을 요하는 문제나 표가 필요

한 문제 이를 통한 구성을 다룰 때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학생이

도형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과 측정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더

잘 드러내거나 학생들이 직접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명령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를 분명히 하고 생

각을 정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신장하고자하는 목적으로는

Clement(2002), 김화경(2006)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LOGO 등의 기능을 변

형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구조와 패턴을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수에서는 CAS의 기능(Pierce

& Stacy, 2002)을, 도형에서는 DGS의 기능을 활용할 수 도 있다. 또한 의

사소통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데이터에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할 때는 웹상에서 자료를 찾고 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여 문항을 설

계 할 수 있다.

가령 [그림 Ⅴ-14]는 GeoGebra의 기능을 응용하여 일차함수   

의 식에서 각 계수와 그래프의 개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

한 목적으로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도구를 문항 설계 단계에서 고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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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일차함수의 개형

탐구에 있어 기하창만을 이용한 예

이때 학습자로 하여금 그래프를 대수식으로 다양하게 대입하여 그 그래

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더’라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여 각 계

수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의 변화가 바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그래프의 형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도록 구성한 것이

다.

[그림 Ⅴ-15] 일차함수의 개형 탐구에

있어 대수창과 기하창을 모두 활용한 예

[그림 Ⅴ-15]는 같은 문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대수식 입력창을 제공하여

직접 식을 입력하여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대수 입력의 과정을 자동화 하여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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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을 입력하여 관계를 파악하는가 하는 별도의 과정 없이 식과 그래프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정의 역할을 제공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역으로 식과 그래프의 관계에 초점이 있어 관계를 찾는 문제해결에 있어

전략적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림 Ⅴ-15]와 같이 대수

창과 기하창을 같이 활용하여 제시 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한편 문항 개발자에 의해 문제에 관련한 도구가 의도적으로 제시될 수

도 있으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Ⅴ-16]은 NLVM의 단위 변환을 묻는 문항의 예이다.

[그림 Ⅴ-16] 단위 변환 문항(NLVM)에서의 도구 선택의 원리

[그림 Ⅴ-16]는 단위를 변환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단위인지 먼저 판단

하여 그에 적절한 단위 변환 기준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하단의 시간,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여기에 또 다시 적절하게 변환하는 식을 완성하게 하고 있

다.

중등의 경우에는 평가 내용영역에 따라 수학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학생들로 하

여금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림 Ⅴ-17]은

NLVM의 사람의 키와 손의 한 뼘의 길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탐구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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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데이터 표현에 있어 선택권을 부여한 문항의 예

이 때 수합된 데이터를 나타내면 데이터를 대표하는 최적선은 자동적으

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직접 표에 입력하거나 정리해 놓은 자료

를 불러와 나타낼 수도 있고([그림 Ⅴ-17]의 왼쪽 참조), 또는 그래프에서

클릭의 기능으로 점을 직접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그림 Ⅴ-17]의

오른쪽 참조)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때 그래프를 나타내는 범위 등

도 학생이 직접 조정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수를 적절하게 선택

하여 범위를 조정하는 능력도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도구 사용의 원리는 문항 설계 시 평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어떠한 도구

를 문항에서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문제해결이나 추론, 의사소통,

표현 등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결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항 개발자는 단순히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계

산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목적과 함께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문제해결에서 요구되는 도구와 기능, 그 제공 방식 등 결정하고 이

를 문항 설계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정의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문

항에 제시된 도구 사용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

버튼과 그 사용에 대한 팁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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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8] 그래프 그리기에 있어 제공된 도구의 활용법을

별도의 팁으로 제시한 예

[그림 Ⅴ-18]은 NLVM의 함수 그리기 문항이다. 식을 입력하여 그래프

를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예인데 이때 도구의 각 기능에 대

한 사용 설명이 필요할 경우 [?]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 제공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제시한 도구 선택의 원리를 문항 설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때

의 기능, 제공 방식을 결정한다.

-교수 학습에서 수학의 각 영역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연구 등에서 제

시되었던 도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에 적합한 수학적 도구를 선택

하고 구체적인 기능과 제공방식을 결정하여 문항 설계에 고려하는 것이다.

가령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입력

계산기 온라인 
교구

스프레
드시트 

대수 
시스템

그래프
그리기

자료 
처리

동적 
기하

시뮬레
이션 

기타

•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 컴퓨터 환경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여 하위 단계의 과정을 보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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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

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 평가 참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과정에서도구를 선택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도 평가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

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3. 기록의 원리

‘기록’의 원리는 문제해결의 반성의 과정을 평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기 위해 학습자의

문제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문서화하여 나타내고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수학적 과정의 입장에서는 평가에 임하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스스로의 과정의 해석하고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고, 평가의 일반적인 원리 면에서는 추론성을 보

장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기록은 교수 과정과 학생의 개념 개발 면, 그리고 평가에서

모두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학습자에게 수행과정이 기록으로 제

공되는 경우 자신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Pea(1987)

가 언급한 테크놀로지의 인지 기술의 특징인 인간의 분석, 반성, 논의 등의

사고과정의 중간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기술의 역할이 학생

들의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있을 때, 기록을 통한 지식의 주체로 인식,

자기 가치 인식, 활동을 위한 지식 등 인지 기술에 의한 학생들이 지식의

행위자로서의 연결, 즉 본질적 동기화를 강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Schoenfeld(2007)가 언급한 수학적 능력 중 메타인지와 관련되고 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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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학생들의 메타 인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면을 갖는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목적이 학습자의 개념 발달에 있는 경우는 조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오류 수정

기회나 그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컴퓨터 기반 평가

가 지필 평가와 다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Bennett, Morley, &

Quardt, 2000).

[그림 Ⅴ-19]는 WisWeb의 대수타일을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연습

문항이다.20)

[그림 Ⅴ-19]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수분해 문항 예시

첫 번째 문항은 다항식 를 도형을 사용하여 인수분해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다([그림 Ⅴ-19]의 상단 왼쪽 참조). 이 경우 제시된 도형

을 돌리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만으로 바로 제공

20) 대수 타일 문항 예제는 http://www.fisme.science.uu.nl/wisweb/en/welcome.html 에서 찾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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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그림 Ⅴ-19]의 상단 오른쪽 참조), 학생이 문제를 해결한 후 [ok] 버

튼을 누르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버튼 옆에 즉각적으

로 제공된다. 만일 답이 틀린 경우 틀렸다는 사인과 함께 왼쪽에 [Again]

버튼이 나타난다([그림 Ⅴ-19]의 하단 왼쪽 참조). 학생은 다시 문제를 풀

어도 되고 아래 문항 번호 또는 [next] 버튼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 갈 수

있다.

각 문항은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를 해결한 문항 수와 수준에 따라

점수가 제시된다. 위의 경우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이 잘 되었는지 바

로 확인할 수 있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탐구하여야 한다.

문항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앞서 해결한 문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림 Ⅴ-20]은 CBAL 수학의 축제 여행이라는

문항의 3번과 7번 문제이다(Cayton-Hodges et al., 2012: 19-20). 이 문항

은 연립일차방정식에 관련한 문항으로 문제 3에서는 두 그래프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게 하였고([그림 Ⅴ-20]의 상단 참조), 문제 7에서는 방정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게 하였다([그림 Ⅴ-20]의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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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0] 앞의 문제를 반성하게 하는

문항의 질문 예

[그림 Ⅴ-20]의 7번 문제 화면의 질문은 앞서 학생이 해결하고 지나온

왼쪽의 3번과 6번 문제의 답을 가져와서 수식을 세우게 한다. 또 하단에는

3번 문제를 다시 반성할 수 있게 “앞서 3(b)의 문제에서와 똑같은 해답을

얻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그림 Ⅴ-20]의 하단 참조). 그리고 실수가 있

었는지 있으면 무엇일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 문항은 단지 학생들이 연립일차방정식을 풀어 답을 구하는 것만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와 수식의 두 가지 관점으로 모두 접근하

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다. 이 경우 이전 문제에서의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을 이용하여 다음

문제에서 반성으로 연결시켜 학생들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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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을 잘 살린

과제의 예라 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답을 포함한

반응에 대한 자동 채점에 있다(Bennett, Morley, & Quardt, 2000; Bennett

et al., 2000). 학습자 반응에 대한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의 기록은 곧 학습

자의 반응에 대한 채점과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다.

가령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제한 시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일

정 시간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 부여할 수 있다. 그런가 하

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로 가서 자동 채

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림 Ⅳ-21]은 Park(2007)가 컴퓨터 적응 평가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들

의 반응에 대해 문항이 반응하도록 구성한 문항의 프로토타입 예이다. 그

의 연구는 문항 자체의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일정시간 내의 반응의 정도를

확인하여 이후 문항을 제시하는데 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림 Ⅴ-21] 시험자 반응에 대한 반응하는 문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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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문항의 문제해결에 있어 제한된 지속 시간을 요구하는 경

우 일정 시간 뒤에 문제가 나타났다 다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풀 수 없도록

사라지게 제시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문항만 제시되었다가 다음에는 선택형 답란이 나타나고, 학습자가

반응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시간 (이 예에서는 5분)후에는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게 화면에서 선택형 답란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Park, 2007).

이러한 옵션은 학생들이 생성하는 반응에 상응하여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의 경우에 학습자가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이분법적 채점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앞서 제시된 인수분해 문항 역시 학

습자의 반응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기준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이를 점수로 연결시켰을 경우 채점을 하는 효율성 면에서는 이점이

있겠으나 이러한 채점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보이는 다양

한 정보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손실되어 버린다. 또한 맞는가, 틀리는가의

이분법적 틀에서는 문항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틀에 갇혀 문제의 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록’의 원리는 단순히 평가의 효율성만을 고려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답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서 드러나는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목적에 따라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하거나 풀이과정에서 활용한 도구의 조작 등으로 드러나는 학습자의

행동의 과정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때의 채점 기준이 다면화 되

어야 한다.

Zoanetti(2010)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시간에 흐름에 따른 로그파일로 모두 기록하고 이를 몇 가지

코드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그림 Ⅴ-22]는 3리터와 5리터 통을 이용하여

올리브 오일 4리터를 재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 로그파일이다

(Zoanetti, 2010: 589, 595, 601).



- 207 -

[그림 Ⅴ-22]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을 기록한

문항과 기록 예시

이때 과정 증거로는 자판의 타격이나 마우스의 움직임으로 설명되는 컴

퓨터 클릭 스트림 데이터(computer click-stream data)와 학생이 보인 언

어적 설명, 가끔의 안도나 불만 등과 같은 학생의 행동 관찰 내용의 세 가

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전자의 컴퓨터 기반 데이터를 나머지 두 가지 후자

의 증거로 보충하여 문제해결과정을 해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자료 분

류를 위한 코드는 이해와 표현, 과제 내 대상물의 조작, 뚜렷한 전체적인

탐색, 반성 등의 요소로 구분하였고, 과정 해석의 주요 변인으로는 해독시

간, 초기 표현, 오류 경향, 활동, 성취, 지속을 설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이해에 걸린 시간, 처음 문

제 시작을 어떻게 할지 이해 한 정도, 실수의 모면, 해결 모색, 답 구하기,

문제해결에 걸린 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그림 Ⅳ-23]과 같이 문제해결 전

반에 관한 학생의 정보를 제공한다(Zoanetti, 2010). 이는 학생들의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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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3] 컴퓨터 기반 평가의 학생 개인의

문제해결과정을 기록한 자료의 피드백 제공 예시 

Zoanetti의 연구에서는 문항의 성격상 컴퓨터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기

본으로 하였으나 어는 경우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GeoGebra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도형을 구성할 경우 구성단계에 대한 정

보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Ⅴ-24]는 GeoGebra의 기능을 활용하여 한 원의 중심을

작도를 통해 찾도록 한 문항이다.

[그림 Ⅴ-24] GeoGebra의 구성단계 보기 기능 

[그림Ⅴ-24]에서 보이듯이 학생들의 작도 구성 과정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는 문서화 되어 나타내어진다. 이러한 문서는 채점과 연결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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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틀린 경우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기록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때 학습자의 반응은 문항을 해결하는데 수행하는 물리적 행동뿐만 아니

라 답을 완성하는 입력 장치 등과 관련된다.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는 키보드와 마우스 일 것이다. 최근에는 터치스

크린이나 라잇펜, 조이스틱, 트렉볼 등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조만간

3D 환경에서 동작으로도 입출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평가 참여자인 학습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

법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문제해결 전 과정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을 요구할 것

인지 결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과 장치를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인 워드프

로세서 등의 기능에서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다. 따라서 경

우에 따라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수식을 입력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

다.

[그림 Ⅴ-25] GRE의 수식 입력 버튼 제공의 예

[그림 Ⅴ-25]는 미국의 GRE 평가에서 수학적 추론의 문제에 대수식

입력창이 있는 문항의 예이다(Bennett, Morley, & Quardt, 2000). 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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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나 근호나 지수 등의 표현은 화면상의 기능 버튼으로 지원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예는 학생들이 자신의 답과 사고 과정을 컴퓨터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평가 참여 과정을

기록하여 문서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력의 발달로 인하여 학생들의 컴퓨터 환경에서 문제를 넘기거나 마

우스를 옮기는 등의 문제해결에 직접 적이지 않으나 의미 있는 외적 행동

패턴 등도 로그파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평가 수행에서의 행동

에 대한 해석을 위해 인지적인 관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

다.

김영재 외(2012)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태블릿을 활용한 문제해

결연구를 실행하였다.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보여주지 못하고 짚어주지 못

했던 것을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다. [그림 Ⅴ

-26]은 연구에서 태블릿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지필평가에서처럼 풀이 과

정을 태블릿에 그대로 쓰게 하고 이를 기록하여 분석한 화면이다(김영재,

2012: 19)

[그림 Ⅴ-26] 태블릿을 활용한 문제해결과정 분석 예

풀이과정에서의 학생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고 이 기록을 추적해 풀이



- 211 -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제를 푸는 총

시간, 풀이과정을 지우고 다시 쓰는 시간, 연습장을 쓰는 시간, 페이지를

넘기는 행동 등 수학 외적 행동들이 포함되며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문항

점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제시해 개인별 풀

이집중도, 흐름전개, 시간소요 등을 제공한다. 물론 이 경우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학생들이 풀이과정을 쓸 수 있는 상위 50%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

에만 대상으로 하고, 문항 자체는 컴퓨터 기반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

를 띠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풀이과정을 기록하여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를 고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 외적 행동의 심층적이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행동이 문제해결과정 중에 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지고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기록과 평가에서의

활용 계획은 문항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기록의 원리를 문항

설계에 있어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 학습자 반응 유형은 평가의 목적과 이에 따른 문항의 유형과도 관련이

되며, 수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학습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문서화할

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조작 등을 포함한 학생의 풀

이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 입력키, 필기 환경 등을 문항에 맞게 지원하고 학습자의 문제해결 과

정에서의 반응을 게시 또는 기록 한다.

• 문제해결 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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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다각도로 확인하여 추론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

로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목적에 따라 오류를

확인할 기회나 수정할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에 활용한다.

: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기본적 방향은 학생의 학습을 도와 신장시키

는 데 있다. 따라서 문항에서 어떠한 반응을 스스로 반성하는데 활용하고

어떠한 반응을 채점과 관련하여 과정에 의미를 두고 점수화 할지를 결정하

여 활용한다.

4. 탐구의 원리

‘탐구’의 원리는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

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

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하여 추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정의-정리-증명-따름정리(그리고 응용)’와 같은 수학적 전통

적인 지식 접근의 사고에서 ‘문제-실험-추론(그리고 증명)’의 발견적 접근

으로 수학적 지식 접근의 사고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탐구의 원리는 인지기술의 재조직자의 역할이고, 추론 과정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경험적 수학에서 이론적 수학으로 비계설정의 방법이고, 결국 인지

기술의 증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탐구의 원리는 수학의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각각의 특성을 대변하는

수학적 도구를 통해 각각의 접근이 가능하다. 가령 대수의 경우는 상호작

용 기능을 통해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을 통한 추론 환경

지원이 가능하고, 기하의 경우에는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추론

환경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스프레드시트는 실제적 예를 통한 함

수 기계의 역할을 하여 즉각적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양한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치를 최적화하는 등 직접적이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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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탐구 수단을 제공 한다(김원경, 이종학, 2011; Beare, 1993; Bialas,

2001; Johnstoon-Wider & Pim, 2005, Morshita et al, 2001; Sundheim,

1992). 탐구형 기하 소프트웨어와 그래핑 테크놀로지 역시 대수 감각을 키

우거나 함수와 도형의 역동적 탐구를 지원한다(한세호, 2009; Drijvers,

2003 Goldenberg, et al., 1991; Henessy, 1997; Hohenwarter, 2006).

[그림 Ⅴ-27]는 CCSS의 혁신적인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 연구21)

에서 제안한 문항의 예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변환 문제이다.

[그림 Ⅴ-27]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변환’ 문항에서 탐구의

예(CCSSM)

학생들은 [그림 Ⅴ-27]의 상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의 간단한 슬라이

더 버튼을 이동하여 식    의 와 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 변

화를 관찰하고 추론할 수 있다. 문항의 첫 단계에서는 점의 이동으로 대칭

및 평행이동을 익히고, 그래프의 즉각적 변화 관찰을 통한 탐구를 통해 다

21) 문항은 http://www.ccsstoolbox.com/parcc/PARCCPrototype_main.html 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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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단계에서는 변환되어 있는 함수의 식을 찾아내게 된다([그림 Ⅴ-28]의

하단 참조).

이와 같은 평가에서 탐구의 기능은 지필 환경에서는 다양하거나 즉각적

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 지필 환경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연역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면 컴

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사고하고 추

론하는 과정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하, 통계 , 대수 측정, 산술 등 시각화

를 통한 수학의 모든 분야에서 탐구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 추론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추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탐구 환경을 최대한 지원을 해

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조작에 따른 결과를 쉽게 관

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탐구할 시간을 제공하고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문제의 답을 구하거나 정당화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탐구의 원리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발

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술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평가가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및 점검’, ‘정당화’를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즉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탐구의 원리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어떻게 탐구를 통하여 추론하게

할지를 결정하고 제시하는 면에서 ‘도구 선택’의 원리와 관련이 있고, 이때

의 상호성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호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탐구의 과정에서 표상 간의 연결을 고려하고, 추론의 결과를 수학적

으로 표현하는 데서 ‘표상’의 원리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상에서 탐구의 원리를 문항 설계에 있어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

침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 특히 추론 능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하, 통계 , 대수 측정, 산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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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에서의 ‘문제-실험- 추론(그리고 증명)’의 발견적 접근이 가능하도

록 그 방법을 선택한다. 가령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을 통

한 대수적 추론 환경이나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기하적 추론 환

경, 자료 수집과 처리 기능 제공을 통해 통계적 추론을 지원할 수 있다.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 탐구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당화 할 수 있

는 문항과 환경을 제시한다.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는 추론과정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으나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과정 수행 흔적과 기

록을 고려하여 채점 기준을 마련한다.

5. 구성의 원리

‘구성’의 원리는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환하고 확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탐구와 추측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

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합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을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탐구의 원리가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양

한 환경을 컴퓨터 기반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구성의 원리’는 학생이 주

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를 적극 조작

활용하는 입장에서 직접 가설과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를 컴퓨터 환경에

서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즉 수학의 구조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는

학생들의 사고의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개념 먼저, 응용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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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전통적인 계열의 변화를 추구하고 즉 재계열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이전 지식과 기능을 발전시키고, 고차적 사

고와 아이디어를 소개 할 수 있게 된다.

평가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관심의 초점을 알고리즘의 실

행해서 수학적 작업의 기록으로 옮겨가게 한다. 이 경우 알고리즘의 적용

을 묻는 문항이 아닌 직접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을 활용할 수도 있다

(Clement, 2002).

예를 들어, 쌓기 나무의 경우 접근성의 원리에서 예로 제시한 [그림 Ⅴ

-6]과 같이 컴퓨터 환경에서 마우스 조작을 통해 조작적인 방법으로 원하

는 도형을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이는 학생들의 공간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한 예이다. 그러나 더 고차적으로 쌓기 나무를 구조를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를 구성해보게 하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사용되기 좋은 도구의 하나가 LOGO 등의 간단한 프로그래밍 기반 도

구이다.

[그림 Ⅴ-28]은 LOGO의 변형인 자바말22)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쌓기

나무를 구성한 예이다.

[그림 Ⅴ-28] 컴퓨터 기반에서 쌓기 나무의 구성적 활용의 예

몇 가지 활용 명령어를 익히고 활용하는 데는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겠

지만 그 단계를 지나서는 직접 원하는 도형을 구성하고 만들기 위해 구조

22) 예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이버 교육센터 http://mentoring.snu.ac.kr/siheung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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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반복적인 것은 단

위로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이고 단순화하여 구조적으로 알고리즘

을 구성하는 능력은 추론에서 탐구와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또 다른 예는 식의 구조와 주요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 추론 과정을

제시하되 일부를 제어하여 학생들이 직접 가정을 조작하여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필

에서와 같이 어느 한 방정식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풀이과정을 평가하거

나 탐구의 원리를 활용하여 식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고 추론하여

결론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Ⅴ-29]는 이우열 등(2012)이 컴퓨터 체험 학습 자료로 개발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파리잡기 게임’이라는 제목의 평가 문항이다.

학생들에게는 [그림 Ⅴ-29]와 같이 좌표 평면상에 두 마리의 파리가 나타

난다. 우측 상단의 입력 창에 두 파리가 위치한 좌표를 지나는 지선의 식

을 입력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하면 직선이 그려지면서 파리는 잡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마우스를 파리위에 가

져가면 좌표가 안내되고 식은 분수의 경우 ‘/ ’ 등의 기호를 이용하여 입력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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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9]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항

제시 예

그러나 이를 반복하다보면 단순한 과정을 반복 연습하는 경우가 된다.

결국 같은 구조의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구성

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Ⅴ-30]는 스프레트시트의 간단한 연산 기능을 응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 Ⅴ-29]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구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먼저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일차함수   의 구성

요소인 기울기 를 찾게 한다. 학생들은 값의 변화와 값의 변화를 이용

하여 기울기를 구하고 앞에서 구한 기울기를 이용하여 나머지  절편을

구하여 식을 완성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은 스프레트 시트의 구조와 간단한 사용을 학습한 것을 전

제로 한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각 셀은 E8=I5-C5, E7=K5-E5 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b의 값의 경우 두 점 중 하나를 대입하여

C13=E5 (또는 K5), E14=C11, E13=C10*C5 (또는 C10*I5) FH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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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0] 프로그래밍을 통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 해 문항

물론 이는 엑셀의 구조를 이해해야하는 별도의 지식이 요구되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일차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이를 통해 수식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던 방식을 거꾸로 일반화된 식

으로 옮기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항에서 컴퓨터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혹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직선은 두 마리 파리를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어는

부분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 사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수의 값, 상수, 구

간의 크기 등을 다루며 ‘만일 …라면’의 질문을 탐구하게 하고, 전체적인

그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일반적인 구

조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식의 구조와 주요 특

징을 규명하는 것은 다항 함수 뿐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 함수

등 다양한 주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기하 영역의 작도의 경우도 지필 환경에서는 결과 중심의 채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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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로 작도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LOGO나 DGS의 작도 기

능은 학생들이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알고

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명령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를 분명히 하고 생각을

정교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타원을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도하는 경우에 학생들

은 ‘두 정점간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작도에서 어떻게 사용하

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결정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Ⅴ-31] 다양한 타원의 작도 예

[그림 Ⅴ-31]의 왼쪽의 경우는 두 점간의 거리를 가령 10으로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한 반지름이 일 때, 다음 한 반지름은 인 조건의 두

원의 교점으로 타원을 작도한 경우이고,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합을 반지

름으로 하는 원과 수직이등분선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작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탐구의 문제의 성격은 아니다. 오히

려 구조를 이해하고, 관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

하는 것이고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적용가능하다. 컴퓨터 환경은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 실험을 돕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의

원리는 이러한 컴퓨터 환경의 특징을 충분히 살려 지필평가에서 한계였던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의 원리를 문항 설계에 있어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인 지침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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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원한다.

: 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의미 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

한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형태를 활

용한다. 이때 화이트 박스 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구성, 대상 구성 및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회

를 제공하고, 이때의 구성 과정,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한다.

6. 상호작용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는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상호성은 테크놀로지의 큰 특징이

다. 문제 상황과 상호작용은 그 목적에 따라 두 차원이 있을 수 있다. ‘탐

구’와 ‘해결’이 그것이다. 탐구는 실질적으로 수학적 과정에서 ‘추론’과 ‘표

현’과 관련되며, ‘해결’은 ‘문제해결’과 ‘연결성’과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상호성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앞서 설명한 ‘접근성’의 원리나 ‘탐

구’의 원리 등과 동시에 고려되는 보다 기능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원리이다.

Quellmalz 등(2012)은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에서의 상호성의 정도를 낮

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적(static) 양상, 활동

적인(active) 양상, 상호적인(interactive)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변수사이의 관계를 보고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Quellmalz et al, 2012: 10).

첫 번째는 [그림 Ⅴ-32]와 같이 세 개의 고정된 그래프를 주고 이를 관

찰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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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2] 정적 양상의 상호작용 예

이 경우 학습자는 고정된 정보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되는 수동

적 입장이 된다.

두 번째는 [그림 Ⅴ-33]과 같이 이러한 그래프의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은 드래그와 드립 등의 기능 정도는 사용하나 구조

화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림 Ⅴ-33] 활동적 양상의 상호작용 예 

세 번째는 [그림 Ⅴ-34]과 같이 직접 그래프에서 변수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델 생성과 조작, 상호작용적

그림과 변수 등을 조작하여 관찰하여 그에 따라 질문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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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4] 상호적 양상의 상호작용 예

Quellmalz 등(2010)은 위와 같은 예 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의 수준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Ⅴ-1>과 같다.

상호

작용

수준

정적 양상

(static modality)

활동적 양상

(active modality)

상호적 양상

(interactive modality)

과제

특징

고정된 텍스트와 그

래픽

테스트 기반의 선택

과 구조화 된 방응

형태

움직이는 현상, 표와

그래프

드래그와 드립 반응

형태

텍스트 기반의 선택

과 구조화 된 반응

형태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과 조작

드래그와 드립

상호적 그림과 변수 조작

행동에 대한 로그 파일 반응

과 응답

학생

활동

고정된 정보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

애니메이션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

변수 등을 조작하여 관찰하

여 그에 따라 질문에 답하기

시도회수 조작 등이 기록되

고 측정됨

<표 Ⅴ-1>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 상호작용의 수준

제시된 예의 첫 번째는 세 개의 고정된 그래프를 주고 이를 관찰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습자는 고정된 정보를 보고 질문에 답

하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그래프의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경우 앞서 정적 양상보다는 상호적이지만, 학생은 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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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드립 등의 기능 정도만 사용하며, 구조화된 반응을 하게 된다. 세 번

째는 직접 상호작용적 그래프에서 변수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델 생성과 조작, 상호작용적 그림과 변수 등을

조작하여 관찰하여 그에 따라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평가에서

시도회수와 조작 등이 기록되고 측정될 수도 있다.

수학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문제 제

시, 문제해결이나 탐구 과정, 반응 등 단계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Ⅴ-35]는 CBAL 수학의 ‘댐과 가뭄’의 문항이다(Sabatini, Benett

& Deane, 2011: 24).

[그림 Ⅴ-35] CBAL 수학 문항에 나타난 정적, 활동적 상호작용 양상

[그림 Ⅳ-35]와 같이 문제 제시에는 정적인 양상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해를 높이고 문제 상황의 여러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버튼

을 눌러 물이 빠져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활동적 양상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 상황과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보다

고차원적이고 실질적인 컴퓨터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상호적 양상일 것

이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원리이

다.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상호작용의 목적과 그에 따른

상호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호작용의 원리를 문항 설계에 있어 실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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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목적(문제해결, 탐구)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 상호작용은 크게 문제해결과 탐구 또는 추론으로 나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경우 문항 및 문제의 조건의 제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구를 활용

하는데 있어 문제해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다.

탐구의 목적이 있을 경우는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변수 조작에 따른

결과 제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호성의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적)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 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준을 고려할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과 문

항의 목적, 단계를 고려한 상호성의 수준을 고려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임

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정적인 제시에서 넘어 활동적이고 상호적인 수준

의 문항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과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시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이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 상호작용의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문항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작용 중에 일어나는 행동, 반응과 응답에 대한 로그 파일을 수

집, 이를 채점 요소, 피드백 등에 반영한다.

7. 중개의 원리

‘중개’의 원리는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력과제 등에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

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수학습의 방향의 하나인 협력학습을 의사소

통을 바탕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어느 한 학생의 과제 해결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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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 과정을 다른 학생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도 있

고, 협력과제에서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기능 활용하고, 그룹 활동을 포함한 문

항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메신저나 오디오 커넥터 등으

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구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Ⅳ-36]과 같은 CoLabs23)의 협력학습의 예인 ‘눈으로

보는 분수’의 경우 그룹 과제를 위해 복잡하고 역동적인 컴퓨터 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

[그림 Ⅴ-36]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협력과제 예

[그림 Ⅴ-36]의 과제는 네 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각자의 작업 공간에 있

는 분수 조각을 공동의 작업영역([그림 Ⅴ-36]에서 위의 사각형 영역)에

올려놓아 협업으로 2와 1/4을 만드는 과제이다. 각자 구해야 하는 개별 문

항의 해결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플랫 폼 역시 자신이 활

용하는 개인 영역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함께 제시되면서 학생

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구성해 가

야 한다. 실제로 문항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

23) 제시된 문항은 http://matchsz.inf.elte.hu/Colabs/ 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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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업이 병행하였으나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의사소통의 지원이 가능하다.

타인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이 컴퓨터 환경에서 지원 받고 평가의 요소로

서 강조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의 기술적인 지원에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

준을 고려해야한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

하기 위하여 수학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저학년 학생들은 교사 대신 컴퓨터 환경에서 도움을 받아 다른 학

생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명확한 방법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컴퓨터 기반 환경은 그림

을 쉽게 그리고 마이크와 오디오 등의 기능으로 말로서 설명하는 것을 지

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매체는 협력학습의 과제에서 보조적 도구의

역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웹 토론 등에 적극 활용하게 한다.

허윤정, 권오남(2002)은 실시간 웹 토론을 활용한 개방형 과제의 공동 해결

에 있어 학생들의 수학의 흥미와 의사소통 등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을 제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발전

시켜야 한다. 이 경우는 쓰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최근에 PISA 2015의 협력적 문제 해결영역 평가 예시 문항으로 소개된

‘수족관’ 문제는 학생들의 협력적 과제해결에 있어 메신저와 같은 의사소통

의 도구를 지원한다. [그림 Ⅴ-37]과 같이 제시된 문항은 환영회장에 설치

할 수족관의 적절한 조건을 친구와 함께 찾아내는 과제이다(OECD, 2013:

56). 컴퓨터 환경에서 제시되는 가상의 친구와 대화창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며 가상의 친구가 해결하는 내용에 대해 모니터하고 함께 수정하면서 문

제를 해결해 가는 문항이다. 평가 환경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창은 문

제 상황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의 창, 친구가 조정하는 조건의 창,

그리고 대화창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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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7]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도구로 메신저를

활용한 평가 문항의 예

이 문항은 평가 상황이므로 평가 목적에 맞게 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에 학생이 할 수 있는 대답이나 질문이 미리 구성되어 제공된다.

학생이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답을 선택함에 따라 다음 질문이 연결되는 형

태이다([그림 Ⅴ-37]의 대화창 마지막 대화 참고). 이 경우 자유로운 대화

를 통해 실제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대

화 장면과 유사한 환경을 컴퓨터 기반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지지하는 것이

다. OECD(2013)가 PISA 2015 평가틀에서 제시한 또 다른 예시문항에는

위와 같은 짝 활동 외에 다수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제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 프로토타입은 중등 수준의 대규모 컴퓨터 기반 평가에

서 협력과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고등학교 이후에는 대화와 주장에 대해 내면화된 규준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분명하고 완전한 주장을 발표하고, 부족할 때 이를 명확하게 하고 완

벽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관례적인 수학 용어를 사

용하여 보다 형식화된 수학적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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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학생들은 형식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수학적 주장을 잘 구성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NCTM, 2000). 이때는 수식의 입력이나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는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즉 컴퓨터 환경에서 협력을 위한 의사

소통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항 과제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각 수준에서 필요한 자동화와 보정의 기능을 고려해야한다.

중개의 원리는 이제까지 지필 평가에서는 강조되지 못하였던 협력 학습

과 그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중개의

원리를 문항 설계에 있어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 과정 중심의 평가에나 수행평가에서는 그룹 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는 물론 오프라인과 함께 적

용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모여서 학습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개인화

된 컴퓨터 화면상에서 공동의 목표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문항 개발과 제공 방식에 대해 고

려하고 지원한다.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 의사소통의 과정은 단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학 과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의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

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학생의 문항 해결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비평하거나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중개방법을 지원한다.

: 중개의 원리는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전재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소통 지원 기술 선택에 있어 기술적 방법과 동시에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

하여 자동화 및 보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고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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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상의 원리

‘표상’의 원리는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표현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의 표상은 수학적인 것을 의미하며, 표와 그

래프, 기호 및 수식 등을 표현을 다루는 능력 자체와 함께 특히 표상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된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 표현을 선정하고 적용하며 변

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문항에서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그림, 그래프, 표, 식, 타임라인 등으로 표상을 시각화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IMSS에서 강조한 다이어그램, 표,

차트, 그래프에서 수학적 정보와 자료를 찾아내어 주어진 수학적 실체나

관계의 동치 표현을 만든다든가 주어진 조건에 맞는 도형과 모양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평가 될 수 있다. 즉, 실세계의 상황을 수학적 표현으로 번역

또는 그 역이나 표상간의 번역 등 표상의 표현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될

때에는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게시 환경 또는 조작 환경과 적절한 표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Ⅴ-38]는 PISA 2012 본 검사 공개 문항 중 그래프 문항이다(조지

민 외, 2012). 이 문항은 어떤 국가의 10년간 석유 매장량을 가로축이 시간

(단위: 년), 세로축이 석유매장량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구성형 문항이다. 시

간이 흐를수록 석유 매장량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프 오른쪽에 제

시된 막대를 드래그 하여 좌표평면에 작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여 정답을

나타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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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8] PISA 2012 컴퓨터기반 수학평가 ‘그래프’ 문항

표상 표현의 예

[그림 Ⅴ-38]에 제시된 문항은 막대그래프를 표현하는데 학생들이 막대

를 조작하여 구성 할 수 있는 환경을 간단하게 제공하였다. 단순한 기능을

통해 표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필환경이었으면 정확하지 않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나 쉽게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보정하여 문제에서 요

구하는 그래프의 표상만 이해하면 표현되기 쉽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상 자체가 평가의 목적과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수식 외에 그래프, 표 등의 표상을 표현하고 활용하는 기초의 학습의 강조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표상 내의 변화를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론하는 문항이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표현의 관점에서 도입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의 각 영역 학습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테크

놀로지의 특징은 이와 같은 표상을 시각화하고 학생들의 내적 연결성을 돕

는데 있다.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는 변수의 값, 상수, 구간의 크기를 다루어 표라

는 표상에서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게 하고, 변수와 구간의 크기 대한 의

미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수식과 표라는 표상을 중심으로 수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문자의 사용으로 전환하여 산술에서 대수를 연결시킬

수 있다(Friedlander, 1998; Sutherland & Rojano, 1993; Wilson, Ainley &

Bills, 2004). 또한 컴퓨터 대수 시스템이나 동적 기하 시스템 등은 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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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과 그래픽 표상의 연결, 기호적 표상과 수치적 표상의 연결 등의 표상

연결 능력을 통해 대수적, 함수적 통찰을 증대 시킨다(Pierce & Stacy,

2002). 동적 기하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도형 탐구를 통한 다수의 표상은

도형의 정의나 성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발달시킨다(Hiebert &

Carpenter, 1992; Kaput, 1989). 따라서 표상을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

항 개발에 사용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표상 간의 변화

를 관찰 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상 내에서의 변수 변화 등을 관찰하여 성질

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Ⅴ-39]의 도형의 패턴문항24)의 경우는 삼각형의 일정한

패턴과 동시에 각 단계에 따른 구성 도형의 개수를 표와 그래프로 동시에

보여 줌으로서 탐구를 확장 시킨다. 이 경우 학생들은 도형의 시각적 규칙

뿐만 아니라 수치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래프의 증감으로 그 규칙성을 다양

한 측면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그림 Ⅴ-39] 도형의 패턴 표현 (NLVM)

표상의 원리는 특히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징인 복잡성과도 관련이 된

다. 복잡성은 학습자가 문항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 수

적으로 많고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컴퓨터 문항이 그 안에 수

24) 문항은 http://nlvm.usu.edu/en/nav/vlibrary.html 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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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인 학습자가 사용할 내용과 함께 해석되는 표상이 함께 들어 있는 것

처럼 개념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문항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적인 도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비형식적인

언어나 그래픽 요소 등이 한 화면에 다양하게 제공되는 경우라 할 수 있

다. 이는 ‘상호작용’의 원리와 ‘도구사용’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낮은

수준의 복잡성을 갖는 문제는 상호성의 원리에서 정적인 수준의 선택형 문

항일 것이고, 시각적 표상과 데이터 등의 활용이 함께 될 때 복잡성은 증

가된다. 이때 제시되는 표상들을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여 학습자가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해석과 사용에 있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성이 높은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도

구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중 수학적 표상은 주로 시각적으로 그래픽과 애니

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겠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확장한 상호

성이 추가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나타 낼 수도 있다.

한편 표상의 원리는 문제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

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표상의 연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학의 내용 영역에서의 통합적 이해와 접근이 가능함

을 알게 하고 그러한 시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Ⅴ-40]은 반지름과 원의 넓이의 관계를 표상을 통해 탐구하도록

연구자가 구성한 예이다. 반지름과 원의 넓이의 관계는 반지름에 따라 변

하는 넓이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림 Ⅴ-40]과 같이 슬라이더로 원과

그래프가 변화가 조정되도록 한 컴퓨터 기반 환경은, 반지름과 원의 넓이

라는 두 변수의 관계를 도형과 수식, 함수의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

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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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0] 반지름과 원의 넓이 관계의

다양한 표현

이처럼 컴퓨터 기반에서는 각 표상 내의 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표

상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서로 다른 표상간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보여주

거나 탐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는 이러한

표상의 연결성과 통합적 관점을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한편 표상의 통합은 보정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래프의 방식이 특

정 형태의 문제에 대한 기호적 해법의 대안이 되고 성취를 증진시킨 경우

도 있었다(Bergsten, 1996; Mayes, 1993; Nasser & Abou-Zour, 1997). 즉

학생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각 표상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은 다양한 표상의 동시적인 제시를 통해, 표상에 대한 선택적 이

해를 보장받는다. 이를 통해 보편적 설계 원리25)에 근거한 평가가 다양한

차원에서 학습의 증진을 돕고 학생들의 성취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도 표

상의 통합적 접근은 유용하다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표상을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

로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한쪽의 표상이

변화할 때 다른 표상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동적 연결이 전제 되어

25) 보편적 설계 원리는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써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Burgstahler, 2008; Rose &

Mey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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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표상간의 관련성을 관찰하고 추론하기가 용이

하므로 표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

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상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상세 지침 및 전

략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과정 등에서 표상을 표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 표상 내에서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 여러 가지 표상을 독립적 또는 상호 의존적으로 표현한다.

• 서로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 여러 가지 다른 표상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동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표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다양한 표상 표현 능력, 표상간의 통합 능력을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 등의 과정에 다양한 표상을 표현하고 여러 가

지 표상을 연결하는 능력을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9. 외적연결의 원리

‘외적연결’의 원리는 실생활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컴퓨터 기반 환경은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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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처리하는 자동화 기능,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의 기능을 통해 지

필에서 다룰 수 없는 복잡한 자료와 실생활 맥락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문제를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문제해결에서의 자료를

다루는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외적연결의 원리는 평가의 수학학습의 충실성과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

해 텍스트에 기반한 선택형 문항을 통한 지식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

문제 상황에서의 수학의 개념과 수학적 사고 방법을 활용하는 본질에 충실

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가 주

로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 영역에서만 다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외적연결의 원리는 그 맥락적인 면에서 수학적 과정 중 외적 연결성과

관련이 된다. 외적 연결성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다른 교과와 학문

영역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주로 실

생활과의 연결을 통해서 수학을 배울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은 중요한 수학 아이디어를 다른 교과에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중학

생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 확장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학생들은 외부

세계의 복잡한 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능숙하게 수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성의 원리는 수학 외부 세계의 다양한 실제적

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수학 내용 영역과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적

맥락의 문제 상황과 데이터를 활용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실제적이

기 위해서는 웹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자료의 수집부터 평가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를 이

용하는 능력 역시 앞으로 외부 세계에서 수학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접근 방식이나 과제와의 의사소

통의 방식, 표현 등은 앞서 제시한 다른 원리 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

고, 무엇보다 수학 내용 및 다른 과정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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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림 Ⅳ-41]은 영국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평가인 WCT

의 ‘자료 탐구’ 문제의 일부이다(Pead, 2012).

[그림 Ⅴ-41] 실제적 맥락을 활용한 문제해결 문항의 예(Pead, 2012)

캠프에 한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 전원을 대상으로 먹은 음식을 조사

하여 그 원인이 되기에 유력한 음식을 밝혀내는 문제이다. 식중독의 원인

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음 음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수합한

상황을 제시하고([그림 Ⅳ-41]의 왼쪽 그림 참조), 그 결과 데이터를 음식

물 별로 조건에 따라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그림 Ⅳ-41]의 오른쪽 그림 참조). 즉 실제적 맥락의 활용과 함

께 실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과정을 평가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그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위의 예의 경우는 수학 성취 수준이 상위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문

항이고, 실제적 맥락은 문제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지만 지필 평가에서 평가하기 어려웠던 고차적인 사고

와 수학적 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

또한 융합적 사고를 강조하고 타 교과와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최근

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외적 연결성을 고려한 수학의 실제적인 문제를 활

용과 그에 대한 문항 개발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이다. 특히 컴퓨터

환경의 특성을 살려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구성된다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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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다양한 방법의 문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Ⅴ-42]는 시뮬레

이션을 통한 과학이나 실생활의 뉴턴의 제1 법칙이 그래픽으로 접근하여

제시한 예이다(Holeys & Lagrange, 2010).

[그림 Ⅴ-42] 시뮬레이션과 그래프로 접근한 뉴튼의 제1 법칙

실생활을 수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맥락뿐만 아니

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수학평가 문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

제 데이터는 실제로 조사된 통계 자료나,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통한 영상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

해 진다. [그림 Ⅴ-43]은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사진 자료를 수학 과제에

도입한 예이고, [그림 Ⅴ-44]은 비디오 영상을 수학적 분석에 활용한 예이

다(Oldknow, 2008)

[그림 Ⅴ-43] 실생활에서 기하 모델링 예

[그림 Ⅴ-43]의 경우는 육각뿔대 모양의 기둥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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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가로등 구조물의 사진을 직접 인용하여 육각형을 작도하고 이를 탐구

하게 하고 있다. 사진, 동영상 등의 실제 데이터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입체의 길이와 부피 등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으로

이끈다.

[그림 Ⅴ-44] 농구의 자유투 상황의

모델링 예

[그림 Ⅴ-44]는 Tracker라는 동영상 내의 움직임을 캡처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이용하여 농구에서 자유투를 던져 나타난 공의 움직임

을 수치와 그래프 데이터로 보여준 예이다(Oldknow, 2008). 컴퓨터 환경은

이러한 실제적 데이터의 활용을 돕는다. 문항 출제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학생들이 수학적 탐구나 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에 대한 과제 구성에 힘써야 하겠다.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 데이터는 문제 제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더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평가 과정에서 직접 수집부터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NAEP 문제해결력 평가에서는 [그림 Ⅴ-45]와 과 같이 자료 검

색의 단계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의 일환으로 보고, 자료 검색창을 제

공하여 적절한 자료를 탐색 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Bennett, Persky,

Weiss & Jenki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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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5] NAEP의 검색창을 활용한 문제해결

문항 예

따라서 문항 설계에 있어 ‘외적연결’의 원리는 그 맥락뿐만 아니라 접근

방법에 있어 ‘상호작용’의 원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문제제시와 해결과

정에서 ‘접근’의 원리와 ‘표상’의 원리와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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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결론

지난 30년간 테크놀로지는 급격하게 발전해 왔고, 이제 21세기 교육과

평가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의 화두는 ‘어떻게 학생들

을 미래에 준비 시킬 것 인가’에 있다. 테크놀로지의 활용도 이러한 측면에

서 수학교육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PISA 2015와 TIMSS 등의 국제 대

규모 평가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본격적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컴퓨터 기반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

한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여 문항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찾고, 이

를 활용한 실질적인 문항 설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컴퓨

터 기반 수학 교수․학습과 평가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계 원리는 논리적, 이론

적 검토와 실제적인 사용성 평가를 통해 최종 수정 설계 원리를 개발하였

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컴퓨터 기반 문항 설계 원리를 이론적으로 도출

하기 위해 선행 문헌의 메타분석을 통해 지금의 수학교육 평가의 동향을

살펴보고, 수학 교육 평가의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보았다. 수학교육 평가는

수학학습을 신장하고, 문제해결과 개념적 이해,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평가에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교수․학습

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교수학습에서의 컴퓨터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며,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인지 기술로

서 역할과 이제까지 연구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의 지필 평가와 차

별화된 특징으로서 고찰하였다. 또한 지금의 교육과 평가 동향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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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의 학습과 평가로 수학적 과정을 최근 등장한 수학적 소양, 수학

적 역량, 수학적 능력 등과 비교 고찰하여 그 중심에는 문제해결, 추론, 의

사소통, 표현, 연결의 다섯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본 연구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하나의 축으로 활용

하였다.

[그림 Ⅵ-1]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수학내용-수학적 과정-기술’의 세 차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내용

-수학적 과정-테크놀로지라는 세 차원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수학 내용

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수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수학의 탐구를 위해 계산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수학 내용과 테크놀로지의 평면에 있는 수

준일 것이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과 평가에서는 수학 내용과 수학적

과정을 포함하여 3차원 공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테크놀로지 축에서 수학적 과정으로 옮겨가서 마침내는 수학 내

용까지 고려하여 ‘수학 내용-수학적 과정-테크놀로지’로 이동하기를 기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

터 기반 수학 문항 설계의 원리는 [그림 Ⅵ-1]의 왼쪽 그림과 같이 우선

‘수학적 과정’과 ‘테크놀로지’의 차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학

적 과정 영역에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강조되고 역할이 가능한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문항 설계 원리를 도출하여 제시하였

다. 다시 말해 여기서 제시되는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의 평가의

측면에서 컴퓨터 기반 환경이 지원하고 강조할 수 있는 수학 평가 문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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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리는 차후 수학적 내용

영역과 함께 고려되어 [그림 Ⅵ-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것으로 여긴다.

문헌 고찰을 통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도출 과정

을 도식화 하면 [그림 Ⅵ-2]와 같다.

[그림 Ⅵ-2] 문헌 고찰을 통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개발 과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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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한 문항 설계 원리를 두 차례에 걸

친 수학교육 내용 및 테크놀로지 기반 수학교육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이론

적으로 타당화하고, 테크놀로지의 교수학습의 활용에 있어 전문가와 준전

문가인 교사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외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 기반에서 수학적 과정을 지지하고 평가하기 위한 문항 설

계 원리는 문제 해결 영역과 관련하여 ‘접근의 원리’, ‘도구사용의 원리’,

‘기록의 원리’, 추론 영역과 관련하여 ‘탐구의 원리’, ‘구성의 원리’, 의사소

통 영역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의 원리’, ‘중개의 원리’, 표현 영역과 관련하

여 ‘표상의 원리’, 연결성과 관련하여 ‘외적연결의 원리’를 개발하였다. 각각

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근의 원리

: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도구사용의 원리

: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제공하거나,

평가 참여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기록의 원리

: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한다.

•탐구의 원리

: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

을 가능하게 한다.

•구성의 원리

: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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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원리

: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

소통하게 한다.

•중개의 원리

: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한다.

•표상의 원리

: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연결할 기회

를 제공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

•외적연결의 원리

: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

과 수학을 연결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평가에서 수

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원리이지만 하나의 평가문항 제작에

있어 9개의 원리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각각 또는 결합하여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문항을 설계 할 때

는 수학의 내용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고, 수학의 개념과 과정을 잘 평

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으

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각각의 원리가 수학적 과정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며, 각 수학적 과정을 고려할 때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

는 원리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원리도 있다.

수학 학습에서 문제해결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은 문제 해결 단계의 첫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한

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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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이해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다양한 유형의 매

체의 결합을 통해 보다 친숙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

금 평가문항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는 원리가 ‘접근’의 원리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

력은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능력으로 여긴다. 수학적 도구의 활용 특히

테크놀로지 시대에서 컴퓨터 환경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수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도구 사용’의 원리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원리이다.

또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 관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한다. 기록은 학생들에

게 자신의 학습과정을 볼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는 학습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하며, 교사에게는 학생 이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컴퓨터 기반

환경의 평가는 이런 특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록’의 원리는 이러한 문

제 해결과 추론 등에서 반성을 지지하는 원리이다.

한편 그동안 지필평가에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체의 특징

상 글이나 규칙의 시각적 나열 정도로 극히 제한 적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에서는 역동적으로 정보와 패턴을 제공할 수 있고, 조작이나 시뮬레이

션 등의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학생들의 발견과 정당화를 유도하면서 추

론 과정을 도울 수 있다. ‘탐구’의 원리는 이러한 발견과 추측의 과정을 지

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원리가 고려되어

야 한다. 또 이 경우 표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발견과 추측의 과정은

‘표상’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컴퓨터 기반 환경은 추론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직접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명령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를 분명히 하고 생각을 정교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의 원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론과정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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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고 확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탐구와

추측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지 경우를 통합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을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탐구의 원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컴퓨터 기반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구성의 원리’는 학생이 주어

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를 적극 조작

활용하는 입장에서 직접 가설과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를 컴퓨터 환경에

서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의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수학적 표현수단을 통

하여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소통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다른 사

람들과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

디어는 토론의 대상이 되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성하고 정교

하게 만들며 수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개별화된 이제까지의 지필평가 상황에서는

교사와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존의 지필평가 환경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는 수준으

로 의사소통을 평가하거나 지지하기가 어려웠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컴퓨

터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평

가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결과 탐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한

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개개인보다는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

씬 크고, 이런 특성이 실제 직업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협업능

력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이다. ‘중개’의 원리는 컴퓨터 기반

문항에서도 이러한 협동 과제를 장려하고 컴퓨터 환경의 특징을 살려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원리이다.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 나름의 의미 있는 방법으

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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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점을 변화시

키는 것은 표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의 연결과도 관련

이 있다. ‘표상의 원리’는 컴퓨터 기반 환경이 시각화 기능을 통하여 다양

한 표현을 촉진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을 살려 표상을 표현하고 표상간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특히 컴퓨터의 시각화와

상호작용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며, 컴퓨터가 표상 간의 변환을 형

성하는 과정은 수학적 이해와 발견의 과정을 자극할 수 있다.

끝으로 다양한 표현의 연결은 수학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통합

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외적 맥락과의

연결을 컴퓨터 환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외

적연결’의 원리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수학의 외적 연결에 초점을 맞추

었다.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

심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문항 개발을 할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

성을 평가하였다. 이상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의의 및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이론적, 실행적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개

발하였으므로 문항 개발에 있어 실제적이고 유용하게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설계 할 수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수

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원리로, 각 수학적 과정에서 강조하

고 지필 환경에서 지원되기 어렵지만 컴퓨터 기반에서 가능한 내용을 중심

으로 문항 설계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하

여 개발한 문항은 수학적 과정의 학습과 평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

다.

셋째,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수

학적 과정과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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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구조화하여 문항 설계 원리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문항 설

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수준의 설계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항 설계 과정을 지원한다.

넷째,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컴

퓨터 기반 환경에서 수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문항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적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다

양한 유형의 문항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논의

2.1 평가에서 컴퓨터 기반 환경

본 연구는 컴퓨터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진작시키고, 과정 중심의 테크놀로지

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1세기의 교육과 평가의 방향의 가운데에 있다.

컴퓨터 기반 환경은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의 수단뿐만 아니라 조작과 기록

의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의 이러한 자료 수집으

로서의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때, 정작 컴퓨터 기반 환경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선택형의 지필 문항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 놓은 형태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이다. 이 경우에도 학생들의 답을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학

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는 평가자 입장의 편이성

만을 고려한 것으로 수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오히려 지필 평가

보다 못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한편 평가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교수․학습에서

이것이 활용되었는가와 평가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수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록, 탐구, 의사소통,

표현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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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평가에서의 수학적 과정이 결과로서 평가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컴퓨터 기반이라는 이점을 살려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의 강조는 거꾸로 평가를 통해 수학 교수․학습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무엇을 학습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학습했는가가 중

요해지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컴퓨터 기반이기 때문에 고려될 수 있고 강조될 수 있는 특징적 요소를 중

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역시 수학 교육 평가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기존 평가의 큰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지필

환경에서 간과했거나 고려하지 못했던 평가 원리와 요소, 성취기준, 설계의

방법 등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

육 평가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원리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2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이론

지금까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가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필 평가

의 변환이나 일부분의 평가의 실행과 결과 검토를 통한 접근이었으나,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교과 학습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수학 교육 평가

의 관점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수학적 과정의 학습과 평가라는 수학 교육에서 당면한 과제를 근간에

두고 이를 컴퓨터 기반에서 지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항 설계 원리에 초

점을 맞춤으로서 수학 교육 평가의 관점에서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였

다. 다시 말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시스템 구현 그 자체보다 컴

퓨터 기반 환경에서 수학 학습을 보다 촉진시키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재구조화하여 원리로 제시함으로써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이론적 관점

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테크놀로지

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교육 연구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테크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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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능에 의존한 개별 문항 개발 보다는 테크놀로지의 평가에서의 역할

과 특징에 초점을 맞춘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이론의 연구가 필

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자체 보다는 평가 문항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개발하였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수학교육에서의 함의는 반영하되 테크놀로지의 발달의

수준을 넘어 수학 교육의 측면에서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

전문가의 이론적 검토의 긍정적 결과와 문항개발자의 테크놀로지의 소

양 영역과 무관하게 원리를 사용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설계할 수

있었던 사용성 평가의 결과는 본 연구가 컴퓨터 기반 수학 문항을 설계하

는데 있어 특정 테크놀로지 기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이

론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실행

본 연구는 대규모 국제 비교 평가나 국가 성취도 평가 등의 컴퓨터 기

반 수학 평가를 눈앞에 두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2년 시행되었던 PISA의 컴퓨터기반 수학 평가 문항이나 국내의 직업기

초능력 평가 수리 영역은 컴퓨터 기반 환경이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컴퓨터 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국제학업성취도평가나 국외 연구 사례를 통해 컴

퓨터 기반 평가 문항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컴퓨터 기반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 설계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시행하려는 수학 평가의 개발 방향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에서 출발하였기에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인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비용,

사회․제도적 고려 등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학습의 신장과 교수의 개선을 위한 교실 수준의 형성평가에서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와 실행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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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증거에 초점을 두어 결국 교육방법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 컴퓨터 기

반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교실 환경의 조성과 교사의 인식의 변화와

역량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적용되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교사 개인이 문

항을 구성하고 실행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기술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사용성 평가에 참

여한 전문가와 준전문가가 보여준 문항 설계 사례에서처럼 기존의 교수학

습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항 설계 원리를 고려한 평가 문항을 개

발하되, 지필 평가와 다른 관점과 형태의 채점 및 피드백의 기준을 동시에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안

앞서 제시한 결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3.1 각 원리의 상세 지침과 관련한 세부 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문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과 테크놀로지라

는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사용성 평가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

항 설계 원리는 수학적 과정과 연결이 적절하고 이를 위한 문항 개발에 있

어 고려해야 하고 살펴봐야 할 지침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일반화

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서 이해된다는 의견이 있

었다.

따라서 상세 지침 중에는 문항 개발자가 고려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지

만,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기록의 원리의 상세 지침인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

록하고 이를 채점 또는 피드백에 활용한다.’의 경우는 문제 해결에 있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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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반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상세 지침임은 분명하

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문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학적 과정의 측면이

무엇인지를 문항 출제가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라 피드백을 어떻

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Bokhove(2011)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대수 학습과 평가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위해 학

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해 일정한 또는 간헐적 타이밍을 활용하였다. 또 과

제나 과정, 자기 평가 단계 등의 다양한 차원의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개념

이나 과정의 다양한 수준의 피드백을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김영재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 해결과정에서 보이

는 문제를 푸는 총 시간, 풀이과정을 지우고 다시 쓰는 비율, 연습장을 쓰

는 비율 등의 외적 행동을 수집하여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하여 분석하였

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 개발 설계 원리와 지침은 원리적 측면이

강하고 거시적인 제시이므로 구체적 실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수학적 과정과 컴퓨

터 기반 환경의 측면 외에도 수학 내용과 평가 상황, 수준, 외적 요인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각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3.2 평가 관련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의 연구

최근의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테크놀로지 교

수 내용 지식(Technology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CK)26)에

관한 연구는 새로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등장하였다. 이 테크놀로지

의 교수 내용 지식은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인 평

가의 맥락에서도 연구되어야 한다.

26) TPCK는 Shulman(1987)으로 대표되는 교수내용지식 연구에 기반하여 Niess(2005)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테크놀로지와 교수 내용지식의 교차부분을 강조하여 수학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수학을 가루치지 위해 수학내용에 대한 지식 및 수학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테크놀

로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통합 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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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 설계 원리의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이자

준전문가인 H의 경우 설계 원리를 활용한 문항 설계에 있어 창의적인 유

형도 생각해봤지만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문항을 개발하려고 애썼고, 어떻

게 하면 학생들이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이를 학습에 이용하게하고 이를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문항 설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즉 학생

들을 어떻게 수학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그들의 학습을 위해 컴퓨터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창의적이고 복잡한 고

차적인 사고를 신장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개발

설계 원리를 사용하여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에 있어 교사가 초

점을 맞추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발된 평

가 문항 설계 원리의 활용은 교사의 TPCK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

다. 즉 개발된 원리는 비교적 일반적인 원리이다. 이를 실제 문항 개발과

평가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평가 대상자인 학생들의 상황, 테크

놀로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TPCK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와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적합한 개

발된 설계 원리를 적용한 평가 문항의 예의 제시를 통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평가 당사자인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제작

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TPCK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F의 경우는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의 이해가 개발된 설계 원리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일반적인 지필 평가에서 평가문항의 개발 역시 이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많은 예와 문항 개발의 경험을 통한 문항 설계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처

럼, 컴퓨터 기반 평가에서도 원론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의 개발은 기

존의 좋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측정 이론이나 통계학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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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심리학적 이해, 교육과정과 교육 원리 등의 이해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제 문항 개발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개발과 참여자인 교사들의 훈련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교

수․학습에서의 활용을 의미하고 학생들의 훈련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이며, 궁극적으로 평가의 변화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궁극적

으로 학생들의 학습의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항 설계 원리를 어떻게 실제 문항 설계자

인 교사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대해서는 평가와 관련한

TPCK는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3.3 평가 실행과 관련한 연구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에 있어 문항 개발자인 교

사를 염두 해 두고 교사가 실제 문항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개

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그 사용성 평가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궁극적으로 평가 문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그 실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이후에는 개발된 문항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수학적

과정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컴퓨터 문항의 많은 예를 개발하여 이를 직접

현장에 투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개선하고 확장할 필요

가 있다.

전문가의 논리적, 이론적 검토 과정에서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이해와

구체적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항 예시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설계 원리에는 각 상세 지침이 적용된 평가 문항의 예시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각 문항 설계 원리의 상세 지침에 대한 각각의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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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보여준 것이고,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적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피드백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의 평가 수행결과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컴

퓨터 기반 평가 문항을 개발한 후 실질적인 평가를 실행하여, 평가 시스

템 개발이나 구현과 함께, 학습자의 특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원

리를 개선하고, 개선된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

3.4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이끄는 수학 교육 연구

본 연구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상세 지침을 개발할 때

는 기술적 한계는 배제하고 문항에 따라 요구되는 테크놀로지의 기능이 가

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발하였다. 이는 이미 테크놀로지는 놀라울 정도로 발

전되고 있고 앞으로 또한 상상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보편화될 수 있는 원리를 개발하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개발이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에 좌우되기 보다는 수학 교

육적 활용을 위하여 수학 교육의 관점이 역으로 기술력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반영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개발하였다.

이미 교육에서 전자 교과서가 등장하여 활용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

고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행동과 반응을 기록하고 추적

하는 기능은 기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술력이 아

니라 이러한 기술력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학교육자와 실제 현장의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기술이 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즉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발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과정 학습과 평가를 위해 이를 지원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문항 설계 원리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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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수학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그에 적합한 테크

놀로지가 지원되어 최적화 될 수 있는 설계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문항 설계 원리의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 전문가 G는 실

제로 학교 현장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가 의미 있고 잘 정착되기 위해

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플랫폼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제안하였다. 즉 일반적인 교사의 성향과 현재의 수학교육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할 때, 계산기와 기본적인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비롯하여 기하에서 쓸 수 있는 도형 구성 도구, 해석이나 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대수적 시스템 등이 가장 단순화되어 단일 플랫폼으로 지

원된다면 다양한 문항을 구성하고 제시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수학 교육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수업과 평가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은 문항의 가능

성을 제한할 수 있고, 제시되는 기능이 다양해져 플랫폼을 복잡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

보다 어떤 형태가 되던 실제 컴퓨터 기반 평가로 활용했을 때 의미 있고

효과적인 수학 평가 문항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고찰과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

리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연구와 시행에 있어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가 계

속 진행되어야 하고, 이때 평가 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력

과 궁극적으로 교수․학습의 개선을 이끄는 평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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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1차 전문가 타당화 도구

[부록 2] 2차 전문가 타당화 도구

[부록 3] 사용성 평가 도구

[부록 4] 문항 설계 예시 자료

[부록 5]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한 문항 설계 사례[전문가 F]

[부록 6]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한 문항 설계 사례[준전문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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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프로필-

◼이름: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직책: 

◼실무 및  연구경력: (경력 및 약력 및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 평가관련 

연구관련 실적/ 개발한 자료 등)

본 질문지는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의미 있는 적용을 위한 문항 개발 원

리의 도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로서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박지현 드림

(연락처)

[부록 1] 1차 전문가 타당화 도구

컴퓨터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의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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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기본 사항

1) 연구 제목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의 문항 개발 원리 연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2) 연구 목적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의 의미 있는 적용과 수학적 과정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 개발

3)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평가는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으로 교육과 평가를 융합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사회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한 교

수․학습에서의 장점과 교육의 변화 방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전까지 수학적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수학교육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을 주로

다루고 평가에 초점이 맞추진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10여 년간 국제 비교

연구나 대규모 평가에 테크놀로지 도입에 대한 연구가 제기되었으나 초기 단계로

지필평가를 그대로 옮겨 놓는 모습이거나 컴퓨터의 제한적 기능만을 활용하는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즉, 문제 해결이나 단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수학교과에 특수화된 평가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된 평가 문항들이 선택형이나 단답형의

지필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 밝혀졌던 컴퓨터 환경의 역할

과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컴퓨터 기반 평가는 그 개발

단계에서 교수․학습의 주체인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보편화 된 것은 아니지만 평가를 통하여 교사가 인

식의 전환과 함께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을 획득하고, 실제적

문항 개발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인간의 활동과 학생들의 참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

평가 동향의 변화 가운데 국내 수학교육에서는 ‘수학적 과정’을 교수․학습 및 평

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상태이다.

수학적 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을 결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실제로 그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컴퓨터 기

반 환경은 많은 부분 사고과정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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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었다. 따라서 지필평가에서 평가하지 못한 수학적 과

정들이 컴퓨터 기반에서 새롭게 평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수학적 과정의 틀을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개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문제

1.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의 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2.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의 설계 원리가 실제 문항 개발에

효과적인가?

2. 문항개발 원리 도출 과정

1) 관련 문헌 검토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의 개발 원리를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도출하기 위

하여 문헌분석은 다음과 같이 Creswell(2009)이 제안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문헌 선택은 Hart(2001)의 선택 기준에 따라 이루어 졌다. 첫째 기초 문헌을 통해

평가, 컴퓨터 기반 평가,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 수학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수학

교육, 수학적 과정, 인지 기술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둘째, 앞에서 확인된 키

워드를 사용해 광범위한 학술 DB 검색을 통해 국내외 문헌 의 적절한 문헌을 탐

색하였다. 셋째, 탐색된 문헌 중 주요 문헌 들을 Hart(2001)가 제시한 문헌 선택의

기준이 권위(authority), 영향력(seminal), 관련성(relevance)를 고려하여 선택하였

다. 넷째, 선택된 문헌들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선택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적인 수행을 통해 문헌 분석이 이루어졌다.

2) 관련 변인 도출 및 구조화

첫째, 컴퓨터 기반 평가의 개념, 유형과 사례를 검토한 후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지필평가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컴퓨터 기반 평가로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둘째, 테크놀로지의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역할에 관한 ‘인지 기술’의 관점을

검토한 후 평가에서 활용가능 요소 및 그 내용을 도출하였다.

셋째, 90년대 이후 국내외 주요 수학 소프트웨어 활용 수학 교수․학습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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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환경에서 강조되는 점과 지필환경과 다른 특징적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

였다.

넷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컴퓨터 기반 평가와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장점과 인지 기술로서의 역할에서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 주요 요소를 추출하고,

국내외 수학적 과정 연구를 검토하여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 표현, 연결성이 모

두 강조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수학적 과정 영역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그에 따른 문항 개발 원리를 도출하였다. 도출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문헌분석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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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

수학적 과정 문항 개발 원리 

문제

해결

문제 이해 

접근성의 원리 

:문제 이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

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도구선택의 원리

:문제 해결  계획에 있어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

한 도구 제공하고,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성

기록의 원리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학습

자의 문제 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문서화 한다. 경우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반성을 돕는다.

추론

발견-추측

-정당화

탐구의 원리

: 추론을 하는데 있어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

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

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화와 

확장

구조의 원리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환하고 확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

이다.

의사

소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의 원리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생 간

중개의 원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동과제 등에 대해 둘 또는 둘 이

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표현

표상 표현

다양한 표상의 원리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표

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표상 연결

통합적 표상의 원리 

:문제 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는 다

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연결

성
외적 연결

실제성의 원리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문

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표 1> 수학적 과정 중심으로 배열한 평가 문항 설계 원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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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개발 

원리
개념 및 전략 

문제

해결

문제 

이해

(동기화)

접근성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

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 고려

•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단순화

• 문제 상황의 역동적이고 정확한 제시 

•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관련성이 높은 맥락과 참신한 과

제를 적절히 활용

계획과 

실행

(전략화)

도구

선택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의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학습자의 문제해결 전략의 선택과 그 때 활용하는 도구

를 지원 

•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 기능 제공

•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요소로 활용 

•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기능, 제공 방

식 결정

•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

반성 기록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학습

자의 문제 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 키 등 도구 조작 과정의 게시 및 기록 지원

•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요구

• 문서 제작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텍스트와 

변화된 표상의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 활용

• 과정 기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 문제 해결과 직접적이 않는 외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인

지적 해석과 평가 방법 고려 

추론

발견-추

측-정당

화

(증폭)

탐구

(발견적 

접근)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하여 추론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산술, 대수, 측정, 기하, 확률, 통계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을 통한 대수적 

추론 환경 지원 

•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기하적 추론 환경 지원

•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 강조

•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

<표 2> 수학적 과정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1차)

3. 도출된 문항 설계 원리

문헌 고찰에서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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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개발 

원리
개념 및 전략 

일반화 구조

구조를 이해하여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화하고 확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 구성, 검증 지원 

•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의사

소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 상호작용의 목적 고려-탐구와 해결

• 상호작용의 수준 고려-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준

•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려

학생과 

학생 간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동과제 등에 대해 둘 또는 둘 이

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

서 지원하는 것이다.

•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 분석 평가 기회 제공

• 그룹 활동을 포함한 문항 개발

• 그룹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기술 선택에 있어 기

술적 방법과 동시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  

• 의사소통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보정 기능 활용  

표현

표상 

표현

다양한 

표상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표

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 다양한 표상의 단독 또는 동시 제공

• 다양한 표상의 ‘표현’, ‘선택’ 환경 제공

• 단일 표상 내의 ‘조작’ 환경 제공

• 다양한 표상 표현능력 자체를 평가요소로 활용  

표상 

연결

통합적 

표상

문제 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는 다

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동적 연결

• 표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요소를 활용  

연결

성

외적 

연결
실제성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문

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 문제 해결에 모델링 활용 환경  

•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적 data base의 활용 

∙web based resource의 활용

• 내용 분석을 통한 실생활, 타 교과 관련 문제 상황의 활

용

• 접근 가능한 구현

• 평가 목적 외의 간단한 계산 등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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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타당도 검토 도구

1)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과정에 대

한 검토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는 관련 선행문헌의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

항 개발 원리 도출과정이 타당한지 알아보려 합니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읽으

시고 4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4 3 2 1

관련 문헌 탐색의 

적합성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문헌들은 적합한가?

용어의 적절성
선정된 용어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

과 및 해석의 적

절성

선행문헌은 도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

발 원리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

었는가?

조직화의 적절성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가 논리적으

로 적절하게 조직화 되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

과 반영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를 도출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전문가 의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 도출과정

에서 개선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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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및 문

항 설계 원리

(1) 구성요소 및 문항 개발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다음 설문 문항들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4 3 2 1

타당성

본 문항 개발 원리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

반 평가 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문항 개발 원리로 타

당하다. 

설명력

본 문항 개발 원리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원리 및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문항 개발 원리를 이용하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성

본 문항 개발 원리를 이용하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보편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도

본 문항 개발 원리는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

반 수학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에서 개선하거

나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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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문항 개발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 각 항목에 대한 타당한 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

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적 

과정

개발 

원리
개념과 지침 4 3 2 1

문

제

해

결

문제 

이해

(동기

화)

접근성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 

고려

•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단

순화

• 문제 상황의 역동적이고 정확한 제시 

•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관련성이 높은 맥락과 참신한 

과제를 적절히 활용

계획

과실

행

(전략

화)

도구

선택

평가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문제해

결을 위한 도구의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학습자의 문제해결 전략의 선택과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 

•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 기능 제공

•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요소로 

활용 

•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기능, 제

공 방식 결정

•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

반성 기록

문제해결과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문제 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 키 등의 도구 조작 과정의 게시 및 기록 지원

•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요구

• 문서 제작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텍스트

와 변화된 표상의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 활

용

• 과정 기록 및 수정 결과를 평정과 연결 활용

• 문제 해결과 직접적이 않는 외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방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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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개발 

원리
개념과 지침 4 3 2 1

추

론

발견-

추측-

정당화

(증폭)

탐구

(발견적 

접근)

유사한 사례를 빠른 속도로 탐색하거나 변인을 다양

하게 조작하여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

찰을 가능하게 하여 추론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산술, 대수, 측정, 기하, 확률, 통계 내용 영역을 고

려한 탐구 과정 지원

• 유사 사례 실험, 패턴의 관찰 기회 제공을 통한 대

수적 추론 환경 지원 

• 동적 변화 조작 및 실험을 통한 기하적 추론 환경 

지원

•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 강조

•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

일반화 구조

구조를 이해함으로서 추론과정의 결과를 변화하고 확

장하여 일반화하게 하는 것이다. 

•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 구성, 검증 

지원 

• 화이트 박스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

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의

사

소

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 상호작용의 목적 고려-탐구와 해결

• 상호작용의 수준 고려-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

준

•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시도회수

와 조작 등의 기록과 측정 고려

학생과 

학생 

간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협동과제에 대해 둘 또는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 분석 평가 기회 

제공

• 그룹 활동을 포함한 문항 개발

• 그룹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기술 선택에 있어 

기술적 방법과 동시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

려 

• 각 의사소통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보정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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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개발 

원리
개념과 지침 4 3 2 1

표

현

표상 

표현

다양한 

표상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등을 위해 적절하고 다양

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할 기회를 제공

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 다양한 표상의 단독 또는 동시 제공

• 다양한 표상의 ‘표현’, ‘선택’ 환경 제공

• 단일 표상 내의 ‘조작’ 환경 제공

• 다양한 표상 표현능력 자체를 평가요소로 활용

표상 

연결

통합적 

표상

문제 해결 전략 탐구와 해결, 추론을 위한 쌍방향 또

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표상간의 연결을 지지하는 것

이다.

• 표상 간에 쉬운 변화 방법을 제공-동적 연결

• 표상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요소를 활용  

연

결

성

외적 

연결
실제성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

여 문제 상황과 수학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 문제 해결에서 모델링 환경 활용  

• 다양하고 풍부한 실제적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 웹 기반 자원의 활용

• 내용 분석을 통한 실생활, 타 교과 관련 문제 상황

의 활용

• 접근 가능한 구현

• 평가 목적 외의 간단한 계산 등을 지원 

전문가 의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 원리에

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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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전문가 타당화 도구

1. 연구의 기본 사항 (1차와 동일)

2. 문항개발 원리 도출 과정

1) 관련 문헌 검토 (1차와 동일)

2) 관련 변인 도출 및 구조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학 평가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생 이해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활용한다.

 문제해결과정을 평가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개념적 이해를 평가한다.

 대안적인 평가가 발달한다.

 평가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학습을 위한, 학습의, 학습으로서의 평가로 전환된다.

수학적 과정의 평가와 컴퓨터 기반 평가는 이러한 수학 평가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관련 변인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90년대 이후 국내외 주요 수학 소프트웨어 활용 수학 교수․학습 연구

를 컴퓨터 환경에서 강조되고 지필환경과 다른 특징적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

다.

둘째, 앞서 고찰한 주요 수학 소프트웨어 활용 수학 교수․학습 연구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테크놀로지의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역할에 관한 ‘인지

기술’의 관점을 검토한 후 평가에서 활용가능 요소 및 그 내용을 도출하였다.

여러 가지 수학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의 특징은 그 표현과 각 활용 테크놀

로지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Pea(1985)에서부터 Kutzler(2008)에 이르기

까지의 연구에서 언급되는 ‘자동화로 인한 보정, 탐구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증폭, 재조직자, 표상, 의사소통, 연결성’등으로 종합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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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컴퓨터 기반 평가의 개념, 유형과 연구 사례를 검토한 후 연구에서 추구

해야할 방향으로 지필평가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컴퓨터 기반 평가로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특징은 다시 ‘과정평가, 자기평가, 교수학습의 향상,

평가 영역의 확장, 효율적인 문항개발과 평가의 가능’이라는 지금의 평가의 동향을

반영한 특징과 ‘동기화하여 평가에 참여를 독려, 도구의 선택, 사고과정의 게시, 상

호작용과 협력과정의 독려’ 등의 직접적으로 수학적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특

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넷째,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한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장점과 인지

기술로서의 역할의 관점에서 특징적 용어과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개발 원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고 , 이때 컴퓨터 기반 평가 연구 검토에서 추출한 수학적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특성을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앞서 고찰된

인지 기술의 특징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별도의 특성은 구분하였다

도출된 원리는 국내외 수학적 과정 연구 검토를 종합하여 얻은 ‘문제해결, 의사

소통, 추론, 표현, 연결성’의 수학적 과정의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한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문항 설계 원리 도출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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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헌연구 결과 도출 내용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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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설계 원리 상세 지침(전략)

접근

학생들에게 친숙하

고 적절한 평가 환

경을 제공하여 학

생들이 평가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

을 고려한다.

•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정확

한 제시와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도구

선택

문항 개발자가 평

가 목적에 맞는 문

제 해결을 위한 도

구 제공하거나, 평

가참여자가 실행에

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여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기능을 제공

한다.

• 자동화를 통한 보정과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

용한다. 

•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

원한다.

•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기록

문제 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

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한다.

•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

점에 활용한다. 

탐구

탐색을 통하여 개

념이나 원리에 대

해 지필 환경에서

는 얻기 힘든 통찰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을 결정

한다.

•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

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표 1>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2차)

3.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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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설계 원리 상세 지침(전략)

구성

구조의 이해를 바

탕으로 추론의 결

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하게 하는 것

이다.  

•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

거나 이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상호성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

게 하는 것이다.

• 상호작용의 목적을 고려한다. -탐구와 해결

• 상호작용의 수준을 고려한다. -정적, 활동적, 상

호작용적 수준

•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 회수와 조

작 등의 기록과 이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

에서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하

는 것이다.

•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항을 개발

하고 이를 지원한다.

•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

할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다.

표상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

하고 그것을 조작

하고 연결할 기회

를 제공하여 표상

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 

•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 다양한 표상 표현 능력, 표상 간의 통합 능력을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실제성

다양한 맥락과 데

이터를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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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문항 개발 원리

문

제

해

결

문제

이해

접근의 원리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

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도구선택의 원리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평가 참여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반성
기록의 원리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한다.

추

론

발견

-추측

-정당화

탐구의 원리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

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화와

확장

구성의 원리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성

하게 한다.

의

사

소

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의 원리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한다.

학생과

학생 간

중개의 원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둘 이상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한다.

표

현

표상

표현
표상의 원리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
표상

연결

연

결

성

외적

연결

실제성의 원리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수

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킨다.

<표 2> 수학적 과정 중심으로 배열한 컴퓨터 기반 문항 설계 원리(2차)

4. 수학적 과정과 평가 문항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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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타당도 검토

1)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도출과정에 대

한 검토 문항 (1차와 동일)

2) 수학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및 문

항 설계 원리

2-1) 문항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1차와 동일)

2-2) 도출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

당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계 원리
매우

그렇

다(4)

그렇

다(3)

그렇

지않

다(2)

전혀

그렇

지않

다(1)

접근성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

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도구
선택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제공하거나, 평가참여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다.

기록 문제 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탐구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구성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구

성하게 하는 것이다.  

상호성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

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것이다.

표상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

고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

하는 것이다.

실제성
다양한 맥락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

학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용어 

및 개념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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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출 원리와 수학적 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연결성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 배치된 문항

설계 원리가 반드시 일대일 대응은 아니며 각 원리가 수학적 과정을 지지하는 정

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적 과정 문항 설계 원리
매우

그렇

다(4)

그렇

다(3)

그렇

지않

다(2)

전혀

그렇

지않

다(1)

문
제
해
결

문제 이해

접근성의 원리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
공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게 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도구선택의 원리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
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평가 참여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반성 기록의 원리
:문제해결 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한다.

추
론

발견-추측-
정당화

탐구의 원리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기 힘든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화와
확장

구성의 원리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의 결과를 일반
화하거나 구성하게 한다.

의
사
소
통

문항과 학생
간

상호성의 원리
:컴퓨터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의사소통하게 한다.

학생과 학생
간

중개의 원리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둘 이상의 학습자 간
의 의사소통을 중개한다.

표
현

표상 표현 표상의 원리
:적절하고 다양한 표상을 선택, 제공하고, 그
것을 조작하고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표상
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다.표상 연결

연
결
성

외적 연결

실제성의 원리
:실생활 맥락과 타 교과 및 직업 등의 맥락을
활용하여 수학 외적 상황과 수학을 연결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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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설계 원리 상세지침(전략)
매 우

그 렇

다(4)

그 렇

다(3)

그 렇

지 않

다(2)

전 혀

그 렇

지 않

다(1)

접근성

학생들에게 친숙
하고 적절한 평
가 환경을 제공
하여 학생들이
평가에 능동적으
로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
한 지원책을 고려한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역동적
이고 정확한 제시와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도구
선택

문항 개발자가
평가 목적에 맞
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제공
하거나, 평가참여
자가 실행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 목적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의 기
능을 제공한다.

자동화를 통한 보정과 보정을 통한 집
중 효과 활용한다.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
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지 않
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기록
문제 해결과정을
기록하여 반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
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의
기능을 활용한다.

풀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과제 요구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에 활용한다.

2-4) 문항 설계 원리 상세 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다음 설문 문항들은 수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각 상세 지침 항목에 대한 타당한 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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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설계 원리 상세지침(전략)
매우

그렇

다(4)

그렇

다(3)

그렇

지않

다(2)

전혀

그렇

지않

다(1)

탐구
(발견

적 
접근)

탐색을 통하여 
개념이나 원리
에 대해 지필 
환경에서는 얻
기 힘든 통찰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
법을 결정한다.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을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
다. 

구성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
의 결과를 일
반화하거나 구
성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
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
용한다. 

상호성

컴퓨터와 학습
자가 상호작용
하여 문제 해
결과정에서 문
제 상황과 의
사소통하게 하
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목적을 고려한다. -탐구와 
해결

상호작용의 수준을 고려한다. -정적, 
활동적, 상호작용적 수준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회
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이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중개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학습
자 간의 의사
소통을 중개하
는 것이다.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
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한다.

표상

적절하고 다양
한 표상을 선
택, 제공하고 
그것을 조작하
고 연결할 기
회를 제공하여 
표상의 표현과 
연결을 지원한
다.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
한다.

다양한 표상 표현 능력, 표상간의 통합 
능력을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실제성

다양한 맥락과 
데이터를 활용
하여 수학 외
적 상황과 수
학을 연결시키
는 것이다.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
한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320 -

- 프로필-

◼이름: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직책: 

◼실무 및  연구경력: (경력 및 약력 및 컴퓨터 기반 교수•학습관련 연구 및 

수업 관련 실적/ 개발한 자료 등)

[부록 3] 사용성 평가 질문지

컴퓨터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준)전문가 사용성 평가

￭ 사용성 평가

1. 사용 평가자 정보를 간략하게 써주십시오

2. 평가 문항 개발의 경험에 모두 √ 해주십시오.

( )① 학교 정규고사

( )② 수업 중 형성평가 수시로

( )③ 시도 교육청 모의고사 등 교외 대규모 평가

( )④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컴퓨터 활용 수업을 수행하거나 교수학습 평가에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

에서 어떻게 활용하셨고, 얼마기간 동안 활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평가자의 컴퓨터 활용 분야의 특성을 살려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컴퓨터 기반 수

학 평가 문항을 설계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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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 

자유 문항 개발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자유롭게 개발하시되 제시된 문항 설

계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1. 문항 설계 구체화

1) 선생님이 설계할 문항의 특징을 기술해 주십시오(중복가능)

◆ 수학적 과정 영역 

( )문제해결

( )추론

( )의사소통

( )표현

( )연결성

◆ 수학내용 영역 또는 과목

초등

( )수와 연산

( )규칙성

( )측정

( )도형

( )확률 통계

중등

( )수와 연산

( )문자와 식

( )함수

( )확률과 통

계

( )기하

고등

( )수학

( )수학Ⅰ

( )수학Ⅱ

( )미적분과통계기본

( )적분과통계

( )기하와벡터

◆평가 시기

( )진단평가 (수업전)

( )형성평가 (수업중)

( )총괄평가 (수업후)

( )기타 중간 평가

◆ 평가주체 

( )학습자

( )동료

( )교사(컴퓨터)

( )기타

◆평가방법

( )학습자 결과물

( )학습자 수행 행동

( )학습자 의사소통 과정

( )기타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 ) 학습자 학습 목표 도달 수준 측정

( ) 학습자 수학적 과정 수행 특성 이해

( ) 학생들에게 피드백

( ) 교사의 수업 정보와 반성

( ) 교육과정 효과 측정

(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평가양식과 피드백 방안

■ 평정 양식 ( ) 체크리스트 ( ) 평정법

( ) 자유기술

■ 평가 기록 ( )점수 ( )로그파일

■ 피드백 ( ) 점수 ( )수행 과정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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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이 설계할 평가 문항은 무엇입니까?

3) 모범 답안 및 채점기준은 무엇입니까?

4) 선생님이 설계할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에 사용할 설계 원리와 그때

의 설계될 수 있는 문항의 특징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문항 설계 예시를 참

조하여 양식에 자유롭게 기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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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양식>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문항설계

1. 접근성의 원리 

1.1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
다.

1.2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
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다.

1.3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역동적이
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2 도구 선택의 원리

2.1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때의 
기능, 제공 방식을 결정한다.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2.3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2.4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
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
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3 반성의 원리

3.1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3.2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

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3.3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
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3.4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
록하고 이를 채점과 피드백에 활용
한다. 

4. 탐구의 원리

4.1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

원 방법을 결정한다.

4.2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4.3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

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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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설계 원리 문항 설계 

5. 구성의 원리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5.2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

로 활용한다. 

6. 상호성의 원리

6.1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6.2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적)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6.3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도회수와 조작 등의 기록과 이

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7. 중개의 원리

7.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

한다.

7.2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

한다.

7.3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한

다.

8 표상의 원리

8.1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8.2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

공한다.

8.3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

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8.4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

을 제공한다.

9 외적연결의 원리 

9.1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

하여 활용한다.

9.2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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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성 평가 

앞서 수행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1) 사용성 평가

질문 4 3 2 1

1
문항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이 수학적 과정 중심의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2 각 문항 설계 원리에 제시된 상세 지침(전략)이 명확하다. 

3 상세 지침(전략) 과 함께 제시된 예시가 도움이 된다.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초보 설계자와 전문 설계자가 본 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컴퓨터 기반 수학평가

문항을 설계할 때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문항 설계하기 어렵거나 적용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 원리 또는 전략은 무엇

입니까?

4) 현재 설계 지침(전략)에 더 추가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5) 본 설계원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6) 본 설계원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7) 현재 설계원리 및 지침에서 사용성 면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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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년-단원명 활용 교구 수학적 과정 평가요소 

초6 -Ⅱ. 도형

여러 가지 입체도형
쌓기 나무 문제 해결

문1 문3 

문7 문10

마트 주인: 아들, 빨리 창고에 가서 음료수가 몇 개 남아 있는지 알아다 주렴. 부족하며 

공장에다가 빨리 가져다 달라고 해야겠네. 한 상자에 음료수가 25개씩 

들어 있단다.

(아들 헐레벌떡 창고에 다녀와서 종이 적은 것을 아버지에 보여 드렸다.)

주인 아들: 아버지 위에서 보면 음료수 상자가 5개보이고, 앞에서 보면 상자가 7개 보

였어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그림을 그리며) 모양이구요. 그런데 몇 개 인

지 모르겠어요.   

(위) (앞) (오른쪽) 
                                 

(3) 쌓은 모양

날씨가 쌀쌀하여 A 마트에서 음료수가 잘 팔리지 않았다. 어느 날 이상 기온

으로 갑자기 더워지면서 B 회사에서 음료수 500개를 배달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다음은 마트 주인과 주인 아들의 대화이다 

1) 구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어떻게 구하면 되겠는지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3) 창고에 음료수 상자들이 쌓여 있는 모양을 쌓기 나

무로 쌓아보고 쌓은 모양을 다음 □안에 그려 봅시다.

4) B회사에서 주문 들어온 만큼 배달하려면 마트 주

인은 음료수 몇 개를 더 주문해야 하는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5)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 주어진 문제와 다른 문제를 만들어 보시오.

[부록 4] 평가 문항 설계 원리 활용 평가 문항 설계 예시

① 제시 문항 -과정중심의 수학 평가 문항 27)

27) 한국창의재단 <교구 및 공학도구를 활용한 평가 기반 조성> 연구(2013: 163-164)에서 제시한 과

정 중심 평가 모델 예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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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범 답안

문항번

호
모범 답안

1)
(예시) 참고에 남아 있는 음료수의 개수 

      공장에 더 주문해야하는 음료수의 개수 

2)
(예시) 쌓기 나무의 위, 앞, 옆모습을 보고 음료수 상자가 쌓여 있

는 모습을 알아낸다.

3)

(예시)

4)

<풀이과정> 음료수 상자는 10개가 쌓여 있고, 한 상자에 음료수

가 25개 들어 있다. 따라서 창고에 남아 있는 전체 음료수의 수는 

10×25=50개입니다. 

<답> 250 개 

5)

(예시) 마트 아들이 창고에 들어갔더니 음료수 상자가 아래 그림

과 같이 쌓여 있었다. 앞쪽에 있는 상자 때

문에 뒤쪽의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상자는 몇 개 인지 쌓기 나무로 확인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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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점 기준표

 관찰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표

문항

번호

평가요소28)

(채점 

영역)

채점 기준 점수

1)

2)

3)

문1, 문3

(이해와 

전략)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

교한 전략을 선택함(월등)
2

문제를 옳게 이해하였으나 쌓기 나무를 이용

하여 해답을 이끌어내는데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는 전략을 사용함

1

문제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옳게 이해하였으

나 해답을 이끌어 내는데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는 전략을 선택함.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략을 선택하

지 못함

0

4)

5)

문7, 

문 10

(실행과 

탐구하기)

쌓기나무를 활용해서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을 선택함
2

쌓기나무를 활용해서 해답을 이끌어 내기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는 전략을 선택함
1

쌓기나무를 활용해서 해답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치 한은 전략을 선택하거나 전략을 수립하

지 못함

0

점수 4

28) 고상숙 외(2013: 16)는 교구 및 공학도구를 활용한 수학적과정중심 평가모델 개발 중심의 수학적

과정의 영역별 하위 능력을 ‘문제 해결(문1～문10), 추론(추1～추2), 의사소통(의1～의7)’으로 구분

하여 총 24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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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과정중심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개발

1. 아이디어 도출

1) 제시된 평가 문항을 컴퓨터 기반 평가로 개발한다면 어떤 특징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쌓기 나무라는 교구를 컴퓨터 환경에서 구현하여 평가하고

이때, 문제 해결 과정 및 답을 구하기 위해 쌓기 나무를 현실에서 자유롭게 조작

하고 관찰 할 수 있듯이 구현한다.

2) 제시된 평가문항을 컴퓨터 기반 평가로 개발하는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컴퓨터 환경의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기능으로 문제 제시부터 문제 해결에 이

르기 까지 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문항은 관찰 평가를 활용하지만 컴퓨터 환경에서

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3) 제시된 평가 문항을 컴퓨터 기반 평가로 개발하는데 있어 문항 설계 시 어려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의 자동 기록 기능으로 관찰 평가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과정으로 기록된

자료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가령 학생들이 각 문제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 클릭

과 드래그 등의 컴퓨터 스트리밍 시간, 휴지통을 사용한 오류 수정 횟수 등 이론

적 근거를 가지고 수학적 과정을 나타내는 행동과 연결시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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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문항 설계 구체화

1) 제시 문항을 활용하여 설계할 문항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 수학적 과정 영역 

□∨ 문제해결

□ 추론

□ 의사소통

□ 표현

□ 연결성

◆ 수학내용 영역 및 관련 단원

□ 수와 연산

□ 규칙성

□ 측정

□∨ 도형

□ 확률 통계

□ 수와 연산

□ 문자와 식

□ 함수

□ 확률과 통계

□ 기하

◆평가 시기

□ 진단평가 (수업전)

□∨ 형성평가 (수업중)

□∨ 총괄평가 (수업후)

□ 기타 중간 평가

◆ 평가주체 

□ 학습자

□ 동료

□∨ 교사(컴퓨터)

□ 기타

◆평가방법

□∨ 학습자 결과물

□∨ 학습자 수행 행동

□ 학습자 의사소통 과정

□ 기타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 학습자 학습 목표 도달 수준 측정

□∨ 학습자 수학적 과정 수행 특성 이해

□∨ 학생들에게 피드백

□ 교사의 수업 정보와 반성

□ 교육과정 효과 측정

□ 기타_____________________

◆평가양식과 피드백 방안

■ 평정 양식 □∨ 체크리스트 □∨ 평정법

□ 자유기술

■ 평가 기록 □∨ 점수 □∨ 로그파일

■ 피드백 □∨ 점수 □∨ 수행 과정

□ 기타____________________

2)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여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개발에 사용할 설계 원리

와 그때의 설계될 수 있는 문항의 특징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 다음 쪽 참조

3) 문항 설계 원리를 사용하여 컴퓨터 기반 문항 설계를 한 경우, 제시된 원래 문

제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문항 또는 채점 기준에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없다면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제시된 문항의 문항과 답안, 채점 기준을 충분히 그대로 활용가능하나

문항에서는 상자 당 음료수가 25개보다는 24개가 실제적이고,

관찰 평가 채점을 컴퓨터의 자동화 기능을 통하여 점수화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채점 기준 중 이해와 전략부분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전략의 맞고 틀림에 대한 오류를 답을 통해 확인하고, 문제의 실행과 탐구

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쌓기나무를 구성하는 순서, 거기에 걸리는 시간, 오류 수정

횟수, 구성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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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문항 설계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문항 설계 

1. 접근성의 원리 

1.1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1.2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
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
다.

1.3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역동
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참신
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2 도구 선택의 원리

2.1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때의 기능, 제공 방식을 결
정한다.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2.3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
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
를 지원한다.

2.4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
숙하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
다.

3 반성의 원리

3.1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
다. 

3.2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3.3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3.4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과 피드백에 

활용한다. 

문제 해결 수준

문제 이해 단시간 장시간 기준

전략 세우기 낮음 높음 -

전략실행-오류 없음 있음 -

전략실행-답 탐색 제한됨 많음 충분함

답구하기 낮음 높음

문제해결 시간 단시간 장시간 기준

두 사람의 대화 및 문제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

공한다.(1.1)

돋보기 기능 등을 통하여 쌓기나무 등이 잘 보이도

록 한다(1.2) 

세 측면이 어느 곳에서 본 것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1.3)

쌓기 나무라는 교구를 온라인상으로 옮겨 직접 구성

해볼 수 있게 한다.(2.1) 

이때 간단히 드래그와 드롭 등으로 어렵지 않게 쌓

기 나무가 생성되고, 쌓기 나무를 쉽게 쌓을 수 있도록 

한다.(2.2)

여러 방향으로 돌려 볼 수 있도록 하여 오프라인에

서처럼 탐구와 관찰이 가능하게 한다.(2.3)

쌓기 나무를 쌓는 방법이나 제시된 버튼의 사용법을 

제시한다.(2.4)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서 반응한 결과와 수행 과정의 

반응을 모두를 수합한다.

-학생 답안 결과물: 1), 2), 3), 4), 5); 

-수행 행동: 3)번 쌓기 순서, 휴지통에 버린 횟수, 

(3.1)

답안 작성은 기본 워드프로세스 기능과 동일하게 제

공하여 수와 글을 쓰고 지우는 것이 쉽게 한다. 다만 

연산기호는 버튼으로 제공하여 입력하기 쉽게 한

다.(3.2)

쌓기 나무를 잘 못 쌓았을 때 부분 또는 전체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3.3)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을 해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쌓

기 나무를 쌓은 순서를 기록하여 데이터화 한다. 

-한 쪽에서 본 모습을 기준으로 돌려가면서 쌓아 올라

가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점수반영

-학생의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행동을 피드백 한다. 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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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설계 원리  문항 설계 
4. 탐구의 원리

4.1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4.2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

다.

4.3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

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

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5. 구조의 원리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

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

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

다.

5.2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

가요소로 활용한다. 

6. 상호성의 원리

6.1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

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6.2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

적)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을 지원한다.

7. 중개의 원리

7.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항을 개발하

고 이를 지원한다.

7.2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7.3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한다.

8 표상의 원리
8.1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8.2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8.3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

다.

8.4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9 외적연결의 원리 
9.1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

택하여 활용한다.

9.2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추가로 고려된 내용

◆ 추론

이 문항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문항이기는 하지만 입

체도형의 구조를 이해하는가를 물음으로써 추론 영역을 평

가 할 수도 있다.  문제 2), 3)을 통해 구조를 이해하고 전

략을 세우고, 구성하며, 다시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 등을 

통해 추론을 평가할 수도 있다.(5.2)

또 수학적 과정 중 공간적 추론 형성에 초점이 있는 경

우 바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다양한 경우의 

예 문항을 추가하여 비슷한 예를 구성해보고 확인하는 단

계를 거친 후 이 문항으로 최종 질문을 하는 경우도 고려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공간능력을 위한 3D로 회전하는 기

능 등은 관찰을 지원하는 것이고(4.1), 학생들이 실제로 구

성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측과 점검 등의 활동이 가

능하여(4.2),  탐구의 원리 적용도 가능하다.

◆ 의사소통  

3)을 컴퓨터 환경에서 수행하고 답을 하는데 쌓기나무라

는 도구를 제공하여 학생이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이고(6.1), 

상호작용의 수준은 상호적 양상을 활용한다(6.2). 학생들이 

구성한 결과가 바로 저장되므로 (3)의 쌓은 모양을 그리는 

란은 필요 없게 된다.

◆ 연결성

이 문항은 외적 연결을 위한 실제적 맥락에서 고려할 때 

한 상자에 25개 보다는 24개가 실제적이고 일상적으로 수

치를 수정하여 제시한다.(9.1) 

      



- 333 -

4.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프로토타입

문항 구현 예시 화면 화면 설명

1. 문제상황 제시 

2. 대화 애니메이션

 -아버지의 말

 -창고에서 아들이 관찰한 상황

 -아들의 말 

3. 문제 1), 2) 제시 

-텍스트 입력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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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현 화면 예시  화면 설명

4. 문제 3) 제시 

 쌓기 나무 도구 제공

 -쌓기 나무 만들기

 -쌓기 나무 연결하기 

 -쌓기 나무 회전하기

 -확대/축소하기 

 -쌓기 나무 버리기

 -화면 다 지우기

 -완성 제출

 

사용법 설명 

5.문제4) 제시

-텍스트 입력란 제공

-풀이과정 중에 사용될 수 있는 

초등 수준의 연산기호는 입력 

버튼으로 제공  

6. 문제 5) 제시 

-텍스트 입력란 제시

-쌓기 나무 구성 후 제출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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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한 문항 설계 사례 [전문가 F]29)

1) 개발 평가 문항의 특징

•평가 내용 고등학교 수학Ⅰ 무한급수

•평가 과정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평가 시기 총괄평가 (수업 후)

•평가 주체 학습자, 교사(컴퓨터)

•평가 방법 학습자 결과물, 수행 과정

•평가 양식 평정법, 체크리스트

•평가 기록 점수

•평가 결과 피드백 점수, 수행과정

•평가 결과 활용 방안

학습자 학습 목표 도달 수준 측정

학습자 수학적 과정 수행 특성 이해

학생들에게 피드백

29) 사용성 평가자는 [부록 3]의 양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평가 문항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가 문항을 자

유롭게 개발하여 각자 조금씩 양식과 서술 방법 등이 상이하였다. [부록 5]와 [부록 6]에

서는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의 형식으로 정리

하여 평가 문항 설계 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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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평가 문항의 과제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안에 정육각형을 내접시킬 때 두 도

형사이의 도형의 넓이를 이라 하고, 다시 정육각형에 원을 내접 시키고,

이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려 두 도형 사이의 도형의 넓이를 라 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 없이 계속하여 만들어지는 원과 정육각형 사이의 도

형의 넓이를 차례로  ,  , …라 할 때 무한 급수 


∞

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의 순서대로 도형을 작도를 하고 각 물음에 답하여라.

(1) [활동] 첫 번째 원을 작도한다.

(2) [추론, 표현] 첫 번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은 어떻게 작도할 수 있

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3) [문제해결] 의 넓이를 구하여라.

(4) [문제해결] 두 번째 작도할 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5) [활동] 두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작도한다.

세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작도한다.

(6) [문제해결] 과 의 넓이의 비를 구하여라.

(7) [의사소통, 표현] 과 의 넓이의 비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이용

하여 설명하여라.

(8) [문제 해결]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계속 할 때 색이 칠해지는 부분

의 넓이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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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중심 문항 평가 요소 및 평가기준 세부사항

평가 요소 세부 사항 평가기준(총15점)

수

학

적

과

정

문제해결력

부채꼴과 활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1.5점

(부분점수 없음)

정육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가?

1.5점

(부분점수 없음)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는가?
1.5점

(부분점수 없음)

무한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는가?

1.5점

(부분점수 없음)

의사소통

능력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제곱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한

경우 2점

논리가 부족한

경우 1점

주어진 도형을 올바르게 작도 하였는가?

올바르게 작도한

경우 5점

구성단계네비게이션

바를통하여오류가

있을경우 1건당

-1점감점

추론능력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어떻게 작도할 수

있는가?

타당한 작도법의

경우 2점

논리가 부족한

경우 1점

기

타
창의성

독창적인 방법으로 작도를 하였는가?

(단, 수학적으로 타당한 논리를 가진 경우)
가산점 1점

유

의

점

창의성과 관련된 영역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채점기준에 명시된 총점을 초

과할 수 없다.

창의성의 판별이 모호한 경우 추후 학생이 작성한 파일을 근거로 하여 면담을 실시

하여 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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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평가 문항 설계 원리 문항 설계 

1. 접근의 원리 
1.1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

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1.2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
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다.

1.3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역동적
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2 도구 선택의 원리
2.1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때의 기능, 제공 방식을 결정
한다.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
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2.3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
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
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2.4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
하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
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3 기록의 원리
3.1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

다. 
3.2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

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3.3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3.4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과 피드백에 
활용한다. 

4. 탐구의 원리
4.1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4.2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4.3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
가 요소로 활용한다. 

5. 구성의 원리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
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5.2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
소로 활용한다. 

￭ 대수적 계산 능력이 미흡한 학생들은 예시의 기

능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선분의 길이 또

는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1.1)(2.1)(2.4)

  예) , 

￭ 작도 과정에서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인터페이

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1.2)

  예) 

      

￭ ,  기능을 활용하여 선분의 교

점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1.3)

￭ 선분을 활용하여 정육각형을 작도할 수 없는 학

생에  또는 을 활용하여 

작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2.2)

￭ 학생 개개인의 답과 제작한 구성 파일을 기록하

고 제출하게 한다.(3.1)

￭ ‘구성 단계 네비게이션 바’ 등의 기능을 이용하

여 학생들은 자신의 작도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3.4)

￭ 문항 2의 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

는 문항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추론의 가능

성을 화면상에서 직접 조작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

다.(4.1)(4.2) (4.3)

￭ 학생들이 실제로 작도해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측과 점검 등의 활동이 가능하여 (5.1), 탐구 활

동이 가능하다.(4.2)

￭ 학생들에게 활동지와 구성 결과 파일을 제출하게 

하고 ‘구성 단계 네비게이션 바’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작도과정 및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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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 설계 원리 문항 설계 

6. 상호성의 원리
6.1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여 상

호작용을 지원한다. 

6.2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적)을 고

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7. 중개의 원리
7.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

동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7.2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

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7.3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한

다.

8 표상의 원리
8.1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8.2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

한다.

8.3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

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8.4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9 외적연결의 원리 
9.1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9.2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 작도과정을 컴퓨터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적 

수준을 지원한다. (6.1)(6.2)

￭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 평가를 시도

할 수 있다.(7.2)

￭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과의 

관계, 반지름와 넓이의 관계,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의 변화 등을 대수창, 기하창을 

활용한 다양한 표상으로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다.(8.1)(8.3)

￭ 규칙이 있는 도형의 생성 과정을 직접 

작도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흥미, 동기유발

이 가능하며 수학에 대한 심미성을 증진시

킨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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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F의 평가 문항 설계 안에 따라

연구자가 구성한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구현 화면 예시

문제 창 (애니메이션) 

과제창] 문제 1~3 작업창] 기본 작도 화면 창 

과제창] 문제 4~6 작업창] 계산기 지원

과제 창] 문제 7~6 작업 창] 도우미 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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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문항 설계 원리를 활용한 문항 설계 사례 [준전문가 H]

1) 개발 평가 문항의 특징

•평가 내용 중학교 함수 –2학년 일차함수의 그래프

•평가 과정 문제해결, 표현

•평가 시기 형성평가 (수업 중), 총괄평가 (수업 후)

•평가 주체 교사(컴퓨터)

•평가 방법 학습자 결과물

•평가 양식 자유기술

•평가 기록 점수

•평가 결과 피드백 점수, 수행과정

•평가 결과 활용 방안
학습자 학습 목표 도달 수준 측정

학습자 수학적 과정 수행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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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에 동생은 집에서 1분에 80m의 속력으로 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 

10분 후, 형이 1분에 100m의 속력으로 동생을 따라 나섰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8시 분에 집에서 동생까지의 거리를 m, 형까지의 거리를 m라 할 

때, 다음 표(스프레드시트)의 빈칸을 채우시오. 

1-1) 표를 보고, 8시 20분에 형과 동생이 각각 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

져있는지 말하여라.

1-2) C2셀에 (a2, b2)를 입력한 후, C11셀까지 자동 채우기를 하여 1)에

서 나타낸   을 대수창에 나타내어라. 마찬가지로, G2셀에 (e2, f2)를 

입력한 후, G11셀까지 자동 채우기를 하여   을 대수창에 나타내어

라. 

1-3)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형제가 만난 시각과 그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

를 구하여라.

2) 와  , 와 의 관계식을 각각 구하여라.

2) 개발 평가 문항의 과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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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을 이용하여 8시 20분의 형과 동생이 각각 집으로부터 얼마나 떨

어져있는지 말하여라.

2-2)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형제가 만난 시각과 그 때 집으로부터의 거

리를 구하여라. 

 3-1) 동생의 속력, 형의 속력, 형이 출발한 시각을 바꾼다면, 그래프와 식

에서 각각 무엇이 바뀌는지 이야기해보자. 

 

 3-2) 다음 빈 칸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 위의 문제를 새로운 문항으로 바꾸

고,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아라.

    

오전       시에 동생은 집에서 1분에        m의 속

력으로 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      분 후, 형이 1분

에        m의 속력으로 동생을 따라 나섰다고 할 때, 

형제가 만난 시각과 그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

여라.

 

30) 이 문항의 경우 준문가 H는 수업에서도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스프레드시트를 다룰

줄 아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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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모범답안

1)

 C9셀은 (20, 1600)이고, G8셀은 (20, 1000)이므로, 8시 20분

에 동생은 집으로부터 1600m, 형은 집으로부터 1000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점을 모두 이어 직선을 그으면, 두 그래프는 모두 (50, 4000)을 

지나므로,

두 사람은 8시 50분에 집으로부터 4000m 떨어진 지점에서 만

날 것이다.

2)

(거리) = (시간) × (속력) 이므로,

  ,    

8시 20분에는   을 대입하면 되므로,

        

3)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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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생은 집으로부터 1600m, 형은 집으로부터 1000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두 사람은 거리가 같을 때 만나므로,      

      

즉, 50분 후에 만난다.

이 때,   ×  (m) 이므로,

두 사람은 집으로부터 4000m 떨어진 지점에서 만날 것이다.

3)

그래프 > 속력이 바뀌면,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형이 출발한 시각이 바뀌면, 형의 그래프의 절편이 달라질 것

이다.

식 > 속력이 바뀌면, 은 의 계수가, 는 괄호에 곱해진 수가 

달라진다.

 형이 출발한 시각이 바뀌면,   식에서 괄호 안에 더해진 수가 

달라진다.

예제:  오전  11 시에 동생은 집에서 1분에  80 m의 속력으로 

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  20 분 후, 형이 1분에  200 m의 속

력으로 동생을 따라 나섰다고 할 때, 형제가 만난 시각과 그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래프> 

  

형제는 25분 후에 집으로부터 2000m 떨어진 곳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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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이므로,

             , 

  ×  

즉, 형제는 25분 후에 집으로부터 2000m 떨어진 곳에서 만난다.

문항

번호
채점기준 점수화

1)

스프레드시트의 값이나 그래프로부터 추론을 통해 두 사람

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냄
4

스프레드시트의 값이나 그래프와 실생활 맥락과 연결시켜 

8시 20분의 위치를 설명함
3

스프레드시트의 값을 계산함 1

2)

두 사람이 만날 때   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사

람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냄
4

실생활 맥락을 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8시 20분의 위치

를 설명함
3

식을 바르게 세움 2

3)

새롭게 낸 문제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해결함 3

새롭게 낸 문제를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여 해결함 2

상황에 적합하게 숫자를 제시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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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의 원리 
1.1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

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1.2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
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
다.

1.3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역동
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참
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
다.

2 도구 선택의 원리
2.1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때의 기능, 제공 방식을 결
정한다.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2.3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
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
게 하고 그 때 활용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2.4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
숙하지 않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
다.

3 기록의 원리
3.1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

다. 
3.2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서화 한다. 

3.3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을 활용한다.

3.4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과 피드백에 
활용한다. 

4. 탐구의 원리
4.1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4.2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

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4.3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
가 요소로 활용한다. 

* 문항 설계 배경

￭ 복잡한 문항을 해결함에 있어, 학생들로 하여

금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1.1), (1.4) (1.5)

￭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합

한 도구의 선택과 제공을 한다(2.1)

￭ 스프레드시트를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

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변수

를 다루는 과제에 사용하기 적합도구로 활용한

다. (2.3) (4.5)

￭ 공변량을 다루는 것은 수학 학습에 있어 매

우 중요하고, 그것의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역

할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 (6.2)

* 문항 설계

￭ 현재 교과서에 있는 문항 중 컴퓨터를 활용

하면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문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한다.(1.2)(1.3)

￭ 계산이 복잡한 문항의 경우, 프로그램이 제공

하는 계산 기능을 통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2.2) (9.2).

￭ 귀납적인 관찰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고, 일반

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탐구 활동이 활발히 진

행될 수 있게 한다. (4.4) (4.6).

￭ 변수에 대한 조작과 관찰이 가능하게 하도록 

함수 단원을 선택하고, 테크놀로지가 추상과 

실생활을 연결하는 도구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함수의 활용 문제를 선택한다. (9.1)

4)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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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의 원리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
증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5.2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
소로 활용한다. 

6. 상호성의 원리

6.1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

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6.2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

적)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7. 중개의 원리

7.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

룹 활동 문항을 개발하고 이

를 지원한다.

7.2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

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

를 제공한다.

7.3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

려한다.

8 표상의 원리

8.1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8.2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8.3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

다.

8.4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9 외적연결의 원리 

9.1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

택하여 활용한다.

9.2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 함수 단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양한 

표상을 연결하는 것이고, 테크놀로지는 다수의 

표상을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므로 해당 단

원의 평가 문항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8.1)

￭ 스프레드시트와 대수창의 연동으로 표상간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8.4), 

￭ 학생의 탐구 과정을 기록하는 구성단계 기능

을 통해 사고 과정의 중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흔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

공한다. (3.1) (3.4)

* 1, 2번 문항

￭ 테크놀로지를 통해 표, 그래프, 식 등의 다양

한 표현을 촉진한다. (8.2)

￭ 다양한 표상 간의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8.4)

￭ 실생활 상황과 수학적 데이터를 연결시킨다. 

(9.1)

￭ 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

적 대상을 살피고,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

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8.3)

￭ 표의 숫자를 관찰함으로써 식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3.2)

* 3번 문항

￭ 지필 환경이라면 식을 다시 세우고, 대수적

으로 그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마무리 되었을 

문항이므로 그 의미가 적은 편이지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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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해의 어림값을 추측하고, 다양한 

값을 입력해봄으로써 지필 환경에서 이루어지

지 않는 통찰이 가능하다. (4.2).

￭ 스프레드시트의 시간 셀에 다양한 숫자를 입

력해봄으로써 수학 실험을 통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게 한다. (4.3)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적인 특성은 학습

자의 몰입을 돕는다. (6.1)

￭ 그래프와 표를 동적인 환경으로 제시함으로

써 귀납적 방법을 통한 추론이 가능하게 한

다.(4.4)

￭ 형제가 만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문항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 두 사람의 속력 차이가 

만나는 데에 걸리는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표와 그래프를 이

용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한다.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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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원리를 중심으로)

1. 접근의 원리 

1.1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제시한다.

1.2 참여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한다.

1.3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역동적이고 정확

하게 제시하고 참신한 과제 제시 방법을 

활용한다.

2 도구 선택의 원리

2.1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수학의 각 내용과 

관련한 필수 도구와 그 때의 기능, 제공 

방식을 결정한다.

2.2 자동화를 통한 보정, 보정을 통한 집중 

효과 활용한다. 

2.3 목적에 따라 문제해결 및 추론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활용

하는 도구를 지원한다.

2.4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거나 친숙하지 않

은 도구에 대해서는 도구사용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3 기록의 원리

3.1 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결정한다. 

3.2 문서 제작, 수식, 이미지 등 학습자 스

스로의 기록을 돕고 그 과정을 게시, 문

서화 한다. 

3.3 문제 해결과정의 오류 확인 및 수정 등

의 기능을 활용한다.

3.4 수학적 과정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고 

이를 채점과 피드백에 활용한다. 

4. 탐구의 원리

4.1 내용 영역을 고려한 탐구 과정 지원 방

1. 접근성의 원리

 1.1. 동기 부여

 1.2. 접근이 용이한 문항제작 가능

 1.3. 문제 이해를 도움

 1.4. 부진을 가진 피수험자 수용

 1.5.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충

분하고 자연스러운 작업환경 제공

2. 도구 선택의 원리

 2.1. 도구의 선택과 제공이 중요

 2.2. 수학적 보정의 도구

 2.3. 엑셀은 반복적, 재귀적 계산을 요하는 

문제에 적합

3. 기록의 원리

 3.1. 사고과정의 중간과정을 드러냄

 3.2. 학습자의 반성을 이끌어냄

 3.3.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추론 확인 및 수정 가능

 3.4. 학생의 흔적 기록 및 분석 가능

4. 탐구의 원리

 4.1. 선택형 문항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의 

6) 평가 문항 설계 원리의 해석과 적용31)

31) 사용성 평가에 함여한 준전문가 H는 본 연구에서 개발되어 문할 설계 시 제시된 평가 문할 설계

원리 중 자신이 문항 개발에 활용한 지침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리하면서 문할

설계를 하였다. 준전문가 H가 스스로 평가 문항을 설계하면 나타낸 원리의 해석을 원래 원리와

비교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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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원리를 중심으로)

법을 결정한다.

4.2 탐구를 통한 추측, 추론의 과정 점검, 

정당화를 강조한다.

4.3 자료 수집, 규칙 발견과 관찰 및 이해, 

설명, 논증 자체를 평가 요소로 활용한

다. 

5. 구성의 원리

5.1 학습자 스스로 직접 알고리즘 및 전략을 

구성하거나 이를 검증하는 환경을 지원한

다.

5.2 구성 및 구조의 이해를 평가요소로 활용

한다. 

6. 상호성의 원리

6.1 목적(해결, 탐구)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을 지원한다. 

6.2 수준(정적, 활동적, 상호적)을 고려하

여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7. 중개의 원리

7.1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그룹 활동 문

항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한다.

7.2 다른 학생의 해결 전략, 사고 과정을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7.3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 고려한다.

8 표상의 원리

8.1 다양한 표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

8.2 표상 내의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

8.3 통합적으로 제시할 표상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한다.

8.4 다른 표상 간에 쉬운 변환 방법을 제공

한다.

9 외적연결의 원리 

9.1 적합한 맥락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

한다.

9.2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측정 가능

 4.2. 지필 환경에서는 하기 힘든 통찰을 가

능하게 하는 증폭자

 4.3. 수학 실험이 가능

 4.4. 패턴의 발견, 정당화 촉진

 4.5. 스프레트 시트는 변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탐구

적 활동에 적합

 4.6. 귀납적 관찰을 통해 일반적 규칙 발견

5. 구성의 원리

6. 상호성의 원리

 6.1. 상호적인 특성이 학생을 참여시킴

 6.2. 공변량에 대한 이해 증진

7. 중개의 원리

8. 표상의 원리

 8.1. 다수의 표상은 이해를 도움

 8.2. 다양한 표현 촉진에 기여

 8.3. 테크놀로지의 표상은 구체적 이해에서 

추상적 이해로의 이동을 도움

 8.4. 기호적 표상과 그래픽 표상의 연결

9. 실제성의 원리

 9.1. 추상과 실세계를 연결

 9.2. 컴퓨터 환경은 실제적인 자료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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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전무가 H가 직접 구성한 문항 구현 화면

문항 구현 화면 및 설명

* 학생들에게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계산식을 입력해도 계산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 계산보다 값의 구조를 표현하도록 한다.

* C열과 G열에 점을 찍은 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우클릭>설정사항>색상 

에 들어가 변경해주면 좋다.

* 단순한 숫자의 입력이 아닌 실생활 맥락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8시 20분

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

 #1

* 스프레드시트에서 빨간 숫자가 적힌 셀은 학생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 그래프로 먼저 문제에 접근한 학생의 경우, 동생과 형의 속력, 형의 출발 시각

을 조절하며 그래프의 변화를 보고, 교점을 찾기 위해 A열과 E열의 숫자들을 바

꾸면서 교점의 어림값을 찾게 한다. 이후 식으로 그 교점의 정확한 값을 확인한

다.

* 식으로 먼저 접근한 학생의 경우, 동생과 형의 속력, 형의 출발 시각에 자신이 

설정한 값을 입력하고, 예상한 교점이 그래프와 표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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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technology in teaching and learning has brought also many

changes in the student assessment. Since the 1990s,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enabled the online tests. And the computer-based

assessment (CBA) began to be introduced and studied with the need to

transform assessment. The early studies was on experimental

comparisons of computer and paper based test to perform effectively

paper-and-pencil assessment. In other words, the most studies

investigated if computer-based tasks are equivalent to paper-based ones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 use of these two media. However,

Recently, computer-based assessments that go beyond being

reproductions of existing paper-and-pencil assessments have emerged in

various domains of problem solving. The research gradually has shown

many potential benefits of computer based assessment in the lear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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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compared with paper-based assessment.

The practical benefits of computer-based assessment include

automated and rater-free scoring, rapid feedback, and increased

accessibility. Benefits related to educational measurement include the

capacity to capture students’ detailed process data and the potential to

set tasks which assess skills that cannot be examined conveniently by

other means.

PISA has already started the process to implement computer-based.

The domestic research has already become beginning to study

computer-based assessment to meet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Mos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general

problem solving including science or society and with implementation of

the pilot test items, but this study considered the mathematics and

design principle in computer-based assessment.

In this paper, the benefits of using technology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and the nature of mathematics are fundamental to

make tasks of computer-based assessment for mathematics. In

particular, we have the goal to develop the principle of designing

computer-based assessment tasks focusing on the mathematical process.

To this e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of mathematics

assessment, the research on role of technology in mathematics

education, and computer-based assessment for mathematics studies

were investigated. Identifying the role of technology in mathematics

education as the cognitive technology, the mathematical process such as

problem solving, reasoning, communication, representation, and

connection which was limitedly examined in paper-based assessment

can be newly assessed on computer-based assessment.

In this study, the principle was developed to design computer -based

assessment item deriving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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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fied content validity and ease-of-use by expert reviewers.

Consequently, nine task design principles were developed on

computer-based assessment focusing mathematical process.

keywords: computer based assessment for mathematics, principle of

designing tasks, mathematical process

Student Number : 2004-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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