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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교사의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을 포괄

한 수업 및 평가활동 효과에 집중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교육평가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난 학교 내·외 평가활동 전반

을 의미하고, 이러한 평가활동은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활동이라

고 제시되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AfL)의 관점에

서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총괄평가를 통한 학습결과를 위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 AoL)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과 연계하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로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촉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중학교 2학년 학

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한

국, 싱가포르, 일본 간 차이가 있는지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이 연구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활동이 중학생 2학년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TIMSS 2015 데

이터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수준 다층모형(2-level 

multilevel model)을 통해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별로 변수를 투입하여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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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나타난 교실수준의 분산

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9.97%, 싱가포르 

77.09%, 일본이 18.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교실수준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싱가포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 교사의 설명식 교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과 법칙 및 절

차를 암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자

주 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숙제

를 완료하였는지 점검하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

적인 영향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수업 및 평가활동은 교사의 개념, 원리를 

위주로 한 설명식 교수활동과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함께 푸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숙제를 완료하였는지 점검하는 것보

다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싱가포르의 수업 및 평가활동은 추후 우리나

라의 수업, 평가활동 및 형성평가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 셋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

이 수업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수업 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혹은 모둠별로 고민을 통해 문제의 해결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와 일본 교사의 수업 및 평

가 유형과 성취도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추론은 향후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 교사의 평가활동 중 진

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학력향상 점검에 많은 중점을 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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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 교사

의 평가활동은 수업시간 중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

보다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평가활동을 총괄적으로 최종성적에 반

영하여 등급을 주는 학습결과를 위한 평가(AoL)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성취가 높은 학생들 보다 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과제에 집중

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성취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인과적 관계에 따른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일본 교사의 평가 유형과 학생의 학업성취

도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추론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수업 및 평가활동, 국가 간 비교연구, 수학 학업성취도, 다층

모형, 위계적 선형 모형, TIMSS 2015

학 번 : 2015-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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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교육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

면,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의 교육일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능정보사회는 학교 교육에 새로

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즉, 미래중심교육(future oriented education)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 대한 대응력 또는 준

비력을 기르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경애 외, 2015). 또한 교사는 

학생을 대면하고 수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혁신의 성공도 결국은 교실과 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사의 중요성은 이렇듯 교사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뿐만 아니

라,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서도 찾

을 수 있다. 이에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2011)은 21세기 역

량 증진을 위하여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였고, 그 변화의 핵심 요인

으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문제해결능력, 정보 분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종합을 통하여“자신의 과

업을 고안하고, 평가하며,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Darling-Hammond, 2010). 즉, 학생들을 단순히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기술, 글로벌 이

해와 시각, 책임감, 융통성, 자기 주동성 등의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ATC21s.org, 2011)

는 현재의 평가방식이 미래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성, 기술, 지식,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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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태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평가의 개혁(assessment 

reform)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평가가 분절적 지식과 사실인지 여

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평가는 교수

(teaching)에 있어 본질적(integral)인 것으로 교사가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

를 완료할 때 까지 함께 지원하고, 안내하며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Darling-Hammond, 2010). 이런 점에서 교사들은 적절한 수업 및 평가활동

(classroom assessment practice)을 구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평가활동은 교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학생의 학습과 학업성

취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해석, 활용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발전하

는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McMillan, 2003; McMillan, 2014 

Popham, 2005; Stiggins & Conklin, 1992). 우리나라에서의 교육평가는 주로 

지필평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이로 인한 선발형 평가 위주로 시행

되어 왔다(백순근, 2000a). 하지만 최근 교육평가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지

필평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 내·외 평가활동 전반

을 지칭한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교사의 

평가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많은 학

자들의 주장이다(McMillan & Workman, 1999; Popham, 2005; Rodriguez, 

2004). 

최근 이러한 평가활동은 수업활동과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두 활동 사이의 경계선이 와해되고 통합되고 있

다. McMillan(2014)에 의하면 평가활동은 기존의 지필평가 결과를 수업이 

종료된 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활동 전반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

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활동은 교수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평가는 수업 후 실시되는 활

동이 아니라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McMillan & Workman, 1999; McMillan, 2014). 또한, 총괄평가를 통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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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결과를 위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 

AoL)와 다르게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AfL)는 교

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수업 후 교사가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 맞춰 다음 수업에 대한 교정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McMillan, 2014; Popham, 2005; Stiggins & Conklin, 1992). 

이러한 변화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성취평과제와 더불어 최근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영역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하

고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학습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가에서의 변화 또한 요구되며, 학습과정에 학습자가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

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교육부, 2015).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학

습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는 국내 교육평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학

습결과를 위한 평가(AoL)에서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촉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를 교실평가 맥락과 사회인지이론을 통합하여 교사의 평가활동이 학생들

이 지각하는 과제가치, 학업동기, 학습태도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

다는 Brookhart(1997)의 모형을 시작으로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Brookhart(1997)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에 대하여 탐색한 연구(Hao & Johnson, 2013; 

Rodriguez, 2004),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정의적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노현정, 2007; 박정, 박준형, 2011; 지은

림 외, 2011; 손원숙 외, 2014; 노현종, 손원숙 2015; Brookhart & DeVoge, 

1999)가 있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의 수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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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가 발전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손원

숙 외, 2014; 정수정, 2015; Liang, 2010; Hao & Johnson, 2013; 구자옥 외, 

2015a)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수업 및 평가

활동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거나 부분적으

로 검증되는 등의 한계점을 보여 이에 대한 연구가 촉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교사의 수업활동과 평가

활동을 포괄한 효과에 집중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이 교실에 내재된

(nested) 구조를 반영하는 다층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활동은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하는 과정으로 교사는 각 학생들에게 내재

된 위계적 속성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 

할 경우 표준오차가 작게 추정되는 등 다양한 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강상진, 1998; 김청택,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IMSS 2015 데이터

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의 위계적 구조를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혹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교사에 따라 교실별로 다르게 일어나는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

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이 국가 간 얼마나 차이가 나

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으로 위의 3개국은 모두 TIMSS 2015 수학 학업성취도 

상위 5개국에 속하는 우수국가이지만 국가마다 교육체제 및 교사 교육, 학

생평가, 학생의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따

라서 국가 간 수업 및 평가활동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 평가활동과 관련된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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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중학생 2학년 학생의 수학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TIMSS 2015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층모형을 통해 모형을 설계하고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싱가포르 및 일본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위의 국가들은 

모두 TIMSS 2015의 수학성취도 상위 5개국에 속하는 우수국가이지만, 국

가마다 교육체제 및 교사 교육과 학생평가,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국가 간 수업 및 평가활동 영향력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

라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 평가활동과 관련된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개

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국가(한국, 싱가포르, 일본) 간 차이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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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평가활동은 교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학생의 학습과 성취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해석, 활용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발전하는 전

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McMillan, 2003; McMillan, 2014; Popham, 2005; 

Stiggins & Conklin, 1992). 즉, 교사의 평가활동은 학생의 학습 정도를 평가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 그러한 활

동으로 인해 교사도 발전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

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기술, 글로벌 이해와 시각, 책임

감, 융통성, 자기 주동성 등의 “21세기 핵심역량”(ATC21s.org, 2011)을 

갖춘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인식하며, 단순히 성적을 높이기보다 이러한 필

수적인 역량을 길러 전문성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근래에 들어서면서 지

필 방식의 평가와 선다형 검사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잇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여 대안적 평가방법으로 수행

평가가 주목받고 있으며, 형성평가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백순근, 

1999; 백순근, 2000b; 김신영, 2012; 장재혁 외, 2015). 기존의 수업 종료 후 

이루어지던 학습결과를 위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 AoL)를 대신하

여 주목받고 있는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생들의 학

습과정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AfL)와 학습 그 자체로의 평

가(assessment as learning: AaL)로 불리고 있다(Black & Willi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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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 혹은 학습 그 자체로의 평가는 각 교과의 

단원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수업 혹은 부분적 활동에서 발생하며, 각 

교과의 내용과 교사에 의해 중요시 되는 사고 과정 등이 포함된 교사가 수

업 중 강조하는 학습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

을 준다고 한다(Brookhart, 1997; Black & William, 1998). 평가활동을 예시

로 든다면, 교사는 수업 중 나누어 준 과제,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발표, 

교사의 피드백 등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와 표준화 된 시험, 교사가 

제작한 형성평가 등의 그 이외 평가활동의 두 가지 국면(facet)의 평가활동

으로 교실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Rodriguez, 2004). 이러한  

교사에 의한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 학습 효능감, 학습 동기, 지식의 

축적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Black & 

William, 1998).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우수한 교사는 학습목표에 따라 학

생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

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업을 고쳐나가면 학생들의 학습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다(Black & William, 1998; Crooks, 1988). 뿐만 아니라, 학자

들은 교실평가는 교육적 결과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교사의 자기평가를 

통한 교수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수적 처치효과도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McMillan, 2014 Popham, 2005; Stiggins & Conklin, 1992; Stiggins, 

1995). 

교사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Popham(2005)은 평가가 교수․
학습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특히 교사가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장

애나 인지과정을 파악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학생과의 교류를 통하여 교사 

역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수법을 교정하여 교수․학습의 과정과 평가의 

과정이 상호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백순근, 1995; 백순근, 

2000a; Popham, 2005; McMillan, 2014). 즉, 평가의 역할이 단순히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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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과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위한 평가와 더불

어 교사의 전문성 개발까지 나아가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평가활동과 함께 교실에서는 다양한 교수활동이 일어난다. 교실 

환경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이 적용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교수활동

은 지시적 수업활동과 학생 중심적 수업활동을 들 수 있다. 지시적 수업 

혹은 흔히 강의식 수업으로 알려진 수업방식은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교실환경에서 

쉽게 발견되는 수업방식이다. 또한 학생 중심적 수업활동은 강의식 수업과 

더불어 교실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지만 대표

적인 예로 강의식 수업활동 후에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

제적인 지식 습득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들 수 있다.

Rosenshine(1979)과 Borich(2011)에 의하면, 지시적 수업은 교사가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으로 설명식 혹은 강의식 수업과 유사한 의미로 규

정된다. 지시적 수업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교수법이며,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급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지시적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통해 

학습목표를 명료하게 하고, 학습과제를 제시하며 빈번한 평가와 질문 등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권낙원, 김동엽, 2006). 특히 지시적 수업활동은 

절차, 개념, 지식을 가르치는데 적합하며 구체적인 활동의 예로 수업목표

의 진술, 새로운 내용 제시, 구체적인 예제 제공,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내

용 연습, 교정적 피드백 제공, 주기적 복습, 숙제 검사 등이 있다

(Rosenshine & Stevens, 1986; 권낙원, 김동엽, 2006).

구성주의 수업활동 혹은 일반적으로 학생 중심적 수업활동이라고 알려

진 교수활동은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에 참여하고, 동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학습하는 수업활동을 의미한다

(Shuell, 1996; 권낙원, 김동엽, 2006). 학생 중심적 수업활동의 큰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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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수업을 중요시 하는 점인데, 학생 중심적 교수법의 근간이 되는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자만의 해석활

동을 거침으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더 포괄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이에 따

라 학생 중심적 수업활동은 지속적으로 지식을 재조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문제의 형태로 제공되어 학습자

는 자기 주도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학습자료에 대한 자신의 해석

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권낙원, 김동엽, 2006). 학생 

중심적 수업활동의 예로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상황 제시, 학습자에 의한 

학습통제, 자기 주도적 개별학습, 집단 협동학습 등이 있고 문제의 유형으

로는 해결 절차가 불분명하고 비구조화된 설계 문제, 복잡한 수행을 요구

하는 전술-전략적 문제, 상황적 사례-정책 문제 등이 있다(Jonassen, 2002).

이 논문에서는 TIMSS 2015의 수업활동의 문항에 포함된 교사의 강의식 수

업활동과 더불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

적으로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고 사고하는 활동 등의 학생 중심적 수업

활동을 포괄한 수업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와 학습 그 자체로의 

평가(AaL)에서 평가활동과 수업활동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실제적으

로 평가가 수업을 유도하는가, 반대로 수업이 평가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McMillan, Workman(1999)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사전평

가에선 평가가 수업 전에 이루어지고, 수업 도중 형성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이 진행된 후 마무리로 총합평가가 이루어지

는 과정 속에서 평가는 수업과 통합적인(integrated) 작용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

와 동기유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업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했

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평가는 수업 후 실시되는 활동이 아닌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McMillan, 2014). 기존

에 이루어진 학습결과를 위한 평가(AoL)와 다른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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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의 큰 특징으로 수업과정 속에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을 주목할 수 있다(McMillan, 2014; Popham, 2005). 총괄평가를 통하여 평

가 후 지연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결과를 위한 평가와 다르게 학습과

정을 위한 평가는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대

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수업 후 교사가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 맞춰 

다음 수업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을 “교사의 수업 활동과 더불어 일어나는 교육과정 안의 활동 

전반에서 학생의 학습 동기에 대한 근거를 수집, 측정하여 정보를 활용하

여 학생을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교사의 평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신나미(2007)는 진단평가를 활용하여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 67

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내에서 교사의 설명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34명의 실험집단은 

매 단원 시작 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

였고, 나머지 33명의 통제집단은 진단평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진단평가는 실험집단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보였으나 통제집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교사의 수업 중 설명이 중복되는 경향성을 

줄어 교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위와 같은 결과

는 수업 전 실시하였던 진단평가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성취도에 긍정적

인 효과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제집단에 비해 조금 높은 정도로 그쳤다

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노현정(2008)은 평가유형과 피드백유형이 학업성

취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시 한 초등학교의 6학년 156

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계획안에 따른 수업을 

총 16차시에 걸쳐 실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차시별 평가를 실시한 집단

과 대단원별 평가를 실시한 집단으로 나눠 실험처지를 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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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평가를 실시한 집단이 대단원별 평가를 실시한 집단보다 학업성취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형성평가와 관련된 선행연

구(Guza & McLaughlin, 1987)와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선

행연구는 초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철자에 대한 일일검사와 주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일검사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학습자들의 일일검사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동기가 높게 측정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

행연구는 현장에서 평가방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김경희(2009)는 TIMSS 2007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교사의 효과를 학생, 교사, 학교 3수준에서 탐색하였다. 교사수준 변수

에 수업활동과 특성으로 분류된 문항 중, 수업활동과 평가와 숙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수준 HLM 분석 결과, 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산

출된 수학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능력, 가정배경, 관심 등의 차이로 인하

여 제한이 많다고 느낄수록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는 교사의 평가활동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

았으나, 위계적 선형 분석을 2수준에서 3수준으로 확장하여 연구방법의 관

점에서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은림, 양명희, 정윤선(2011)은 교사의 수업과 평가활동이 학생들의 자

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교육종단연구

(SELS)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SEM)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사의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수업활동

은 학업성취도에 자기조절학습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평가

활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반면 평가활동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숙제를 이용한 평가활동은 교사들의 피드백 

부족으로 형성 평가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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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는 수업과 평가가 학업성

취도에 끼친 긍정적인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노현종, 손원숙(2015)의 연구는 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과제가치가 학습

태도를 매개로 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국어·영어·수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에서 살펴본 피

드백 유형은 Shute(2008)의 복잡성에 근거한 피드백 유형으로 정답만 확인

시켜 주는 확인적 피드백, 교사가 학생의 숙제에 오류표시를 해주는 교정

적 피드백, 정답확인과 함께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교

화 피드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수준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확인적 

피드백과 정교화 피드백은 고등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고, 교정적 피드백은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초·중학생의 

학업성취도나 고등학생의 영어와 수학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는 다소 탐색적이었으나 다층구조방정식을 활용하

여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피드백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인 영향을 살펴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태연(2015)의 연구는 형성

평가 활동 중 교사의 숙제에 대한 피드백 활동이 학생의 과학 흥미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TIMSS 2011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

았다. 다층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과학 성취도에 대해서 가정자원과 흥미, 효능감, 

가치인식 등 정의적 영역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교사의 숙

제에 대한 피드백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는 관심변수였던 교수의 피드백 활동

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구자의 관심을 통하

여 후속연구와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교사의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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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연구자 방법 학생요인 학교요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요인
영어 신나미(2007) 실험연구 - - 진단평가
과학 노현정(2008) 실험연구 - - 차시별 평가

수학 김경희(2009)
다층모형 
분석

보유도서량
부모학력
소유품목
교육포부
수학학습태
도
컴퓨터 활용
친구교제
집안 일 
돕기
아르바이트
운동
숙제

저소득층 
학생비율
문제행동
학부모참여
학생참여
교사기대

학생에 의한 수업 제한

국어
수학
영어

지은림, 
양명희, 

정윤선(2011)

구조방정식
분석

- -
수업활동→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평가활동→학업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

노현종, 
손원숙(2015)

다층구조방
정식 분석

고등학교 
국영수 
자기조절

-

확인적 피드백
(고등학교 국어)
정교화 피드백
(고등학교 국어)
교정화 피드백
(고등학교 국어)

과학 김태연(2015)
다층구조방

정식
분석

흥미
효능감
가치인식
가정자원

- -

<표 Ⅱ-1>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

의 교실평가에 대한 연구는 대다수 미국의 연구들이다. Brookhart, 

DeVoge(1999)의 연구는 3학년 33명을 통하여 교실평가가 학생들의 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학급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각 수업 및 평가활동은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효능감과 노력이 두 학급에서 모

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는 각 학급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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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학생과 하위 성취도 학생의 인터뷰를 첨부하여 논의를 더하였다. 

이어서 Brookhart, Durkin(2003)은 위의 연구와 비슷하게 96명의 미국 11학

년 학생들에게 역사, 사회, 철학 과목에 대한 발표, 시험, 과제, 그룹 프로

젝트 등의 수업 및 평가활동을 통하여 교실평가가 학생들의 동기와 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검사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각 

과목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각 평가에 대한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학생들을 따라서 했

다는 문항의 표면적인 학습은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내에서 여러 종단연구가 개발되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들이 

등장하면서 연구의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Rodriguez(2004)의 연

구는 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교실평가 맥락과 사회인지이론을 통

합한 Brookhart(1997)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TIMSS의 미국 자료를 활용

하여 교사의 교실평가가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수업 및 평가활동을 교과과정 중 

단원별로 일어나는 행사(event) 또는 활동으로 여겼다면 이 연구는 교실평

가를 국면(facets)과 활동의 다국면(multifaceted)적인 차원으로 나누고 활

동을 또다시 도구와 관련활동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국면적인 수업 및 평가활동에는 숙제와 기타 

평가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주별로 다른 교과과정을 고려하

여 연구자는 교사 설문지의 39개의 수업주제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상대적 사전 학습

경험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생변수와 교실평가변

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사

전 학습경험, 숙제빈도, 성적, 평균 자아효능감이 교실 평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풀이나 교사가 제작한 형성평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 15 -

대규모 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여 교실평가와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부분적

으로 밝힌 사례로 볼 수 있다.

Martinez, Stecher, Borko(2009)의 연구는 미국 내 종단연구인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urvey(ECLS)의 3학년 자료와  5학년 자료로 교사

의 평가가 학생의 표준화된 시험 성적과 수학 성취도에 대한 교사의 판단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CLS는 1998년 유치원 입

학생이었던 22,000명의 학생과 그 학생을 해당 학년에 담당하였던 교사의 

자료를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이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교사의 평가활

동은 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에도 영향

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사의 판단이 학생의 성취도에 예측변수로 쓰이는 

모형의 분석 결과, 교사가 평가한 수학 성취도 성적이 표준화된 시험 성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교사의 평가활동이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위와 같은 연구는 교사의 평

가활동이 판단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탐색한 연구로 종

단연구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진다. 

국외의 교사의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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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연구자 방법 학생요인 학교요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요인

언어
Brookhart, 

DeVoge(1999)
실험연구 - -

수업 및 
평가활동

역사
사회 
철학

Brookhart, 
Durkin(2003)

실험연구
자아효능감
표면적 학습

-
수업 및 
평가활동

수학 Rodriguez(2004)
다층모형 
분석

자아효능감 - 숙제빈도

국어
수학
영어

Martinez, 
Stecher, 

Borko(2009)

다층모형 
분석

성별
부모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

연령
학생노력평가
수업참여
교실행동통제

<표 Ⅱ-2>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외 연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각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들과 더불어 국제학업성취도 평

가가 발전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국가 간 연구도 늘어

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IMSS)의 교사 배경설문지에 교사 전문성 계발, 수업활동, 평가활동, 교수

법 등에 대한 문항이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교사변

인에 있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Dodeen 외(2012)의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만의 교사의 자격, 평가

활동, 관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TIMSS 2007 자

료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만 교사의 교실 시험과 외부 

시험에 대한 빈도와 활용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양국의 교실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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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험에 대한 활용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교사들은 매

주 교실 시험을 실행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사들은 한 달에 한번으로 

그쳐 연구자들은 사우디의 교사들이 시험의 빈도를 늘려야 시험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는 교사의 교실평가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시된 연구 결과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다음으로 Liang(2010)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중 Program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평가 

활동이 학생의 특성과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핀란드, 캐나

다, 미국 간의 비교 연구를 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에는 표준화 검사, 교

사가 개발한 검사, 포트폴리오, 숙제의 빈도에 대한 문항과 평가결과를 교

사 효과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가, 평가결과를 교수법과 교육과정의 개선

에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학교 평가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검사, 평가결과를 교사 효과성, 교수

법,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되는가에 대한 변수가 수학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캐나다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검사가 학생의 수학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반면 핀란드는 학교평

가 활동이 수학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특성, 자아효능감, 학교평가 활동의 혼합효과에 대한 모

형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SES, 수학 자아효능감, 시험에 투자한 시간, 학생

이 기대하는 학력은 모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숙제에 쓰인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효과를 나타낸 반

면 핀란드는 숙제에 쓰인 시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정적인 효과를 보

였다. 핀란드가 유독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핀란드의 교육

과정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교사 전문성과 교수법 역시 비교적 일

관적인 점과 고부담(high-stakes) 검사나 외부 검사는 핀란드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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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숙제 효과가 부적인 것은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숙제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을 제

시하였다.

Hao와 Johnson(2013)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중 IEA에서 주관하는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PIRLS) 2001년 자료를 통

하여 교사의 교실평가가 4학년 학생들의 언어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하여 영어권 국가들(캐나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실평가에 대한 문항은 선다형 검사, 쓰기 검사, 구두 

검사로 분류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다층모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결과에 따

르면,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어떠한 교실평가 항목도 언어성취도에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교사의 교실평가 중 구두 검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는 구두 검사가 언어

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영국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교실평가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수행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손원숙, 신이나, 배주현

(2014)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교실평가 실제가 학생의 인지적 성취

도뿐만 아니라 정의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보다 정의적 성취와 인지적 성취가 모두 상위권으로 나타난 싱가

포르와 교사 전문성 평가정책을 실시하는 핀란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분석에서 우

리나라는 교사가 진행 중인 과제에 중점을 줄수록, 3개국 공통적으로는 외

부평가에 중점을 줄수록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숙제에 대한 교실에서 토론을 자주 할수

록, 핀란드에서는 숙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빈번 할수록 수학 성취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2학년(8학년) 

자료에 따르면 숙제를 다른 학생이 수정해 줄수록, 숙제에 대한 토론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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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빈번하게 할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교사의 숙제에 대한 피드백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핀란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와 핀란드에서는 숙제 빈도가 잦을수록 학업성취도에 정적

인 영향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였던 정의적 성취에 

대한 영향은 8학년 핀란드의 숙제빈도를 제외한 변수들은 일부 부적 효과

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는 대규모 성취도 평가 자료에서 수업 및 평가활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분적인 영향을 보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맥락변수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던 중, 숙

제 수행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정수정(2015)의 연구는 

TIMSS 2011 자료를 통하여 주간 숙제 수행시간과 수학 학업성취도와의 관

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핀란드, 칠레의 학생들은 학업성취

도가 높을수록 주간 숙제 수행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분석에

서는 숙제 수행시간과 성취도 간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제 수

행시간을 시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성취도가 상위권은 국가 중 일

본, 홍콩,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에서 학업성취도와 숙제 수행시간간의 높

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위의 연구는 다각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

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또한 구자옥 외(2015a)의 연구는 방과 

후 숙제에 이용되는 학습 시간이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PISA 2012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방과 후 숙제에 사용하는 학습시간과 학

습활동 태도가 과학 성취도에 4개국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과학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는 교사의 숙제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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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

교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Ⅱ-3>과 같다. 표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요인의 유의도는 국내 연구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외 연구는 미국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학업
성취
도

연구자 방법
분석 
대상국

학교급 학생요인 학교요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요인

수학 Liang(2010)
다층
모형 
분석

핀란드
캐나다
미국

만 
15세 
학생

자아효능감
시험노력
교육포부
자택외국어사용
사회경제적지위

학교유형
평가결과교사평
가활용
평가결과교육과
정활용

교사제작
시험

언어
Hao, 

Johnson(2013)

다층
모형 
분석

캐나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초등
학교
(4학년)

성별
학습태도
자아효능감

- 구두평가

수학
손원숙, 
신이나, 

배주현(2014)

다층
모형 
분석

한국 
싱가포르 
핀란드

초등
학교
(4학년)

도서보유량
수학효능감

학교평균SES(사
회경제적지위)
대도시

진행과제
외부평가

중학교
(8학년)

도서보유량
수학흥미
수학효능감

학교평균SES(사
회경제적지위)

교정피드
백
학생수정
숙제토론

수학 정수정(2015)
빈도
상관
분석

한국 
핀란드
칠레

중학교
(8학년)

부모참여도
수학효능감
수학흠미도

학교 위치
주간숙제 
수행시간

과학
구자옥, 
한정아, 

김성숙(2015a)

다층
모형 
분석

한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만 
15세 
학생

교육지원
문화적자산
학습태도

학교평균SES(사
회경제적지위)
학교풍토

방과 후 
숙제시간

<표 Ⅱ-3>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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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국의 교육체제 및 학생평가 개관

이 연구에서는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

해서 분석 대상국을 TIMSS 2015 참여국 중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한국으

로 설정하였으며, 각 나라의 교육체제 및 과정에 대한 내용과 교사 교육과 

학생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관하였다. 

가. 한국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및 정책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의 지침이 세워지며 관리·감독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1949년 교육법에서 6-3-3-4제를 채택한 이후로 유지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

년으로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은 중학교에서 종료된다. 

TIMSS 2015에 참여한 4학년과 8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2009년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

담을 경감하되 기초․기본교육은 강화하고,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과 인성 교육이 강조되고, 학교

의 책무성이 강화되었으며, 학교 평가 및 교원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이미

숙 외,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어서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

년 9월에 고시되었으며 2017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도입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교에서,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

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양성되

는 이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로 선발된 이후 전문성계발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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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와 장학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체하는 기관에 따라 기관중심(기관

연수), 학교중심(자체연수), 그리고 개인(자율연수)으로 구성된다(허주 외, 

2015).

한국의 학생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성취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평

가는 매 학기 치르는 총괄평가와 더불어 형성평가가 권장되고 있는데, 구

체적인 예로는 서술형 또는 주관식 평가, 논술형 평가, 구술시험, 찬․반 토

론법, 실기 시험, 실험 및 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이미숙 외, 2013).

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가 특징적이며, 거의 모든 

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를 평생동안 기르

고, 잠재력을 인식하여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는 데

에 교육목표가 있다(Chee et al., 2016). 1997년에 도입된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이하 TSLN)”는 중앙집

권적 관리에서 능력 중심의 유연성, 다양성, 학교의 자율성에 따르는 교육

체제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구자옥 외, 2015b; Chee et al., 2016). 

여기에서“생각하는 학교”는 학생의 개별 창의력과 사고능력, 국가에 대

한 헌신을 의미하며, “학습하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과 국가 

전체가 학습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의미한다(구자옥 외,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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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이형주, 2017)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5년, 중등 후 교육과

정 1~3년, 대학 교육과정 3~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보편

적 교육에 해당한다(김수진 외, 2013).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기 전

에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를 보게 되고 그 점수에 따라 중등학

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고속과정(O-수준), 보통과정, 보통기술과정으로 구분

되어 학습한다(Chee et al., 2016). 이렇듯 싱가포르의 학생들은 이른 시기

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험결과에 따라 추후 

공부하게 되는 학교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내용을 배우고 진로 계획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성취들 맛보게 하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수학 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능력에 초점을 둔 수학적 능력 양

성에 목표가 있어 이를 개념, 기술, 과정, 메타인식, 태도의 5개의 영역을 

통해 기르고자 한다(Chee et al., 2016). 또한 중등학교의 수학교과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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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통으로 기본수학을 배우며, 이 중에서 능

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3학년이나 4학년 때 심화수학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다(이형주, 2017). 이러한 교과과정 속의 싱가포르의 수학 교과서는 

각 학습내용에 대한 명료한 개념 및 원리와 문제를 담고 있다(이형주, 

2017).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학교과 학습에 있어 교과서 의존도가 높고, 

교사의 설명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습득한 후, 교사와 함께 교과서에 실린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연습하게 된다(이형주, 2017). 또한 

싱가포르의 수학교육은 공학 도구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석하여 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과 복

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김수진 외, 2013). 이에 따라 학생들이 수학과

목을 실용적이고 유용한 학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교사 교육에 있어서 교사 연수를 매우 중요시하며, 매년 100

시간 교사연수를 받도록 한다(김수진 외, 2013). 이러한 연수과정은 대부분 

학교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교사들 간의 협력활동을 격려하기 위

해 지원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업무시간을 제공해 주는 등의 시간적 지원

을 제공한다고 한다(허주 외, 2015). 교사 연수과정과 더불어 석사·박사과

정을 포함하는 고급과정, 최신의 교과 지식, 평가형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특수화된 전문성 계발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공한다(김수진 외, 

2013). 또한 싱가포르 교사 연수에서는 개정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새 교육과정의 요소 및 

교과 내용에 따른 교수 방법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은 토의 중심

으로 시행되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다(이근호 외, 2015). 또한 교사 

연수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는 교사에 대한 장학지원 시스템이 학교 내·

외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학지원 시스템은 학교 외적으

로는 학교 교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나 교육부 혹은 학교군에 상담을 요청

할 수 있고, 학교 내적으로는 상급 기관의 평가 개념이 아닌 자기 장학, 동

료 장학과 협동 장학이라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학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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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가가 아닌 환류(feedback)에 있음으로써 교사의 주체적 관심과 동기 

부여를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장학지원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근호 외, 2015). 

싱가포르의 학생평가는 매 학기말 치르는 2개의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형성평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하는데, 

구두발표, 필기시험,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Chee et al., 2016). 이러한 형성

평가를 통해 싱가포르 교사들은 학생의 발달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학습과

정 중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숙제 

정책에 따르면 숙제는 학생의 요구에 따른 교사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교

사들은 학생들에게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한다(Mullis et al., 

2012).

다. 일본

다음으로 일본의 교육체제는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문

부과학성)에 의해 모든 교육활동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된다. 1998년, 일본

의 문부과학성은“살아가는 힘”을 이념으로 삼는 제 7차 학습지도요령으

로 학습 내용 및 수업 삭감, 학생의 체험학습을 격려하는“여유 교육(유토

리 교육)”을 도입하였다(구자옥 외, 2015b). 이러한 여유교육은 일본 대학

생의 수학학력조사와 PISA 및 TIMSS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낮은 성

취도를 보임에 따라, 2002년부터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졌다(남경희, 2009). 이러한 논의에 맞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 8차 학습지도요령은 지난 교육과정의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

하여 표현하는“살아가는 힘”의 이념은 공유하지만 주요교과의 수업 시

수를 늘리고 학습 의욕을 향상시켜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교육체제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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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

등학교 3학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무교육은 중학교에서 종료된다. 또한 

일본의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여 수학적 활동으로부터 즐

거움을 얻는데 목표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 양, 도형과 관련된 개념, 원리, 

규칙에 대한 이해도, 수학적 현상을 분석하고 나타내는 표현 능력, 수학적 

활동에서의 즐거움, 수학적 가치 인식, 학생들의 사고와 평가에 수학적 이

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고자 한다(Ginshima & Matsubara, 2016).

일본은 2003년 교사 전문성 신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교수법, 

학생지도,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나 과목 지식을 위한 수업, 워크숍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Ginshima & Matsubara, 2016). 또한 2009년

에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자격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사 교육

에 힘쓰고 있다(구자옥 외, 2015b).

일본 중학교의 학생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성취도가 성적표를 통하여 매 학기 말과 학년 말에 학부모에게 

통보된다. 일본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Research: 이하 NIER)에서 제공하는 일본 중학생의 평가규준과 평

가방법에 대한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

하게 된다. 먼저 교사는 각 단원 별 학습목표를 설정한 후, 이러한 목표에 

맞는 평가규준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평가규준을 학습지도와 평가계획에 

접목시켜 수업을 진행 하고 학습경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정리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중간·기말고사 결과와 함께 합산되어 학기 말 혹은 학년 말 

성적표를 통하여 가정으로 통보된다. 

구체적으로, 수학의 경우 각 단원과 수업차시 별로 평가영역이 수학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사고능력, 표현 및 절차, 지식 및 이해 영역으로 나뉘

며 교사는 이에 대해 평가규준을 작성한다(Ginshima & Matsubara, 2016; 



- 27 -

NIER, 2012). 평가방법의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한 관심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에게 문제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학생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수업 중 학생을 관찰하거나 문

제 노트에 따라 평가하기 전에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모든 학

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평가를 한다(NIER, 2012). 또한 수학에 대한 기술 및 

자질과 수학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단원에 대한 쪽지시

험을 시행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교사의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각 수업

차시별 평가결과는 각 영역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뉜다. 이러한 영역 

등급은 수업차시 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단원 별 평가결과를 요약한다

(NIER, 2012). 단원 별 평가결과의 요약은 각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등

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2단원의 지식 및 이해 영역에 대한 

5번의 수업차시별 등급이 AAABB였을 경우 이 학생의 2단원의 지식 및 이

해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A로 요약된다. 이러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각 단원의 평가결과는 수학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사고능력, 표현 

및 절차, 지식 및 이해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구성되며, 이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부터 5의 등급으로 평정된

다(N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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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IEA에서 주관하여 총 57국의 8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된 2015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15: 이하 TIMSS 

2015)를 활용하였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중 TIMSS 2015는 이 연구의 주

요 관심사인 수업 및 평가활동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교사의 수업활동 및 

교수법, 평가활동 등의 문항이 교사 배경설문지에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TIMSS의 각 과목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참여국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며, 각 학년

에 가르치려고 의도한 과목의 내용이 평가문항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각 과목의 평가문항과 참여국의 교육과정 일관성을 파악한다. 

이번 TIMSS 2015의 8학년 수학과목의 성취도 측정 문항과 교육과정 일치

도의 참여국 전체 평균은 92.3%로 대다수의 문항이 각 참여국의 가르치려

고 의도한 교육과정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상경아 외, 2016). 

이렇듯 TIMSS의 자료는 각 참여국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문항을 통해 성취

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연구주제인 각 참여국의 교육과정에 따

라 교사가 계획하는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TIMSS 2015 평가도구는 각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취도 

검사와 배경설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취도검사는 각 국의 기관들의 협의

를 통해 확정된 평가틀을 통하여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검사를 통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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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본검사로 진행된다(김수진 외, 

2015; 상경아 외, 2016). 다음으로 배경 설문(context questionnaires)은 국

가, 학교, 학급, 가정 맥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국가의 배경은 TIMSS 

2015 국가 백과사전(TIMSS 2015 Encyclopedia)으로 제시되는데, TIMSS 

2015의 진행을 담당하는 각 국가의 기관에서 사회적 맥락과 수학 및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TIMSS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맞춰 작성한다(Mullis 

et al., 2016). 다음으로 학교 배경설문은 각 학교의 책임자 혹은 교장이 학

교 특성, 수업시간, 학교 자원 및 기술, 학생의 준비도, 교사 및 학교장 특

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한다. 또한 학급 배경설문은 TIMSS 2015

에 표집된 학급 담당교사가 교사 배경, 학교 특성 및 환경, 표집 학급의 수

업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리고 가정 배경 설문은 학생과 학

부모가 응답하는데, 학부모 설문은 TIMSS 2015에 새롭게 추가되어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초등학교 입학 전 활동, 학교 외 학습활동, 가정 배경 등

에 대하여, 학생 설문은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학생 개인배경, 학교생활 

전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태도, 숙제, 사교육 등에 대하여 답변한다. 또한 

이번 주기의 조사에서는 TIMSS 2011의 문항 이외에 공통문항으로 사교육 

문항과 가정에서의 인터넷 활용 여부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2. 분석 대상국 및 연구대상

가. 분석 대상국의 선정 이유

앞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국인 싱가포르와 일본의 전반적인 교육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각 분석 대상국을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 <표 Ⅲ-1>에 나타나듯이 TIMSS 20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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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S 2015에 참여한 국가 중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수학성취도에서 지

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 역시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인 TIMSS에서 지속적

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 체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

다. 

TIMSS 2011 TIMSS 2015

순위 국가 평균점수 국가 평균점수

1 한국 613 싱가포르 621

2 싱가포르 611 한국 606

3 대만 609 대만 599

4 홍콩 586 홍콩 594

5 일본 570 일본 586

<표 Ⅲ-1> TIMSS 2011과 2015 중학교 2학년 수학성취도 상위 5개국

다음으로 앞서 분석 대상국의 교육체제를 살펴볼 때 나타났듯이 국가들

의 학생평가와 교사 교육에 대한 교육체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싱가

포르는 학생평가에서 구두발표,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형

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숙제의 분량이나 내용은 교사 자율에 맡

기나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을 정책에 나타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

본은 뚜렷한 숙제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학생평가는 현재 형성평가로 전환

되는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교사 교육

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수 과정

을 대부분 학교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시간적 지원을 제공해주고 토의 중심으로 시행되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때문이다(허주 외, 2015).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사 연수를 실시

하고 있으나,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은 싱가포르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업 및 평가활동이 다른 성취도 상위권 국가보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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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싱가포르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학생 평가 정책에 대한 제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이 유사하지만 인구와 국가면적

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교사의 수업 및 평

가활동을 비교해 본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여유 교육(유토리 교육) 정책에서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은 학력격차를 비롯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

본의 TIMSS 2011과 2015 수학 학업성취도가 꾸준하게 상위 5개국에 속하

고 있는데, 만약 정책 변화가 효과가 있었다면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

리나라도 유사하게 당면하고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조사주기 변수 M SD M SD M SD

TIMSS 
2011

흥미 8.88 1.69 10.38 1.97 9.08 1.65

효능감 9.06 1.64 9.98 2.06 8.59 1.71

가치인식 8.59 1.54 9.96 1.79 8.51 1.49

TIMSS 
2015

흥미 9.13 1.68 10.13 1.87 9.20 1.65

효능감 9.44 1.84 9.73 2.17 8.95 1.95

가치인식 8.60 1.62 9.67 1.73 8.47 1.51

<표 Ⅲ-2> TIMSS 2011과 2015의 국가별 중학교 2학년의 정의적 영역 변수 기술통계

또한 8학년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국가 간 다르게 나타난 것이 3개국을 

선정한 이유 중 하나이다. 위의 <표 Ⅲ-2>는 TIMSS 2011과 2015의 8학년 

학생의 정의적 영역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싱가포르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TIMSS 2011과 2015 주기에 거

쳐 일본과 우리나라 학생의 정의적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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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정의적 영역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3국은 모두 수학 학업성취도에서 상위 5개국에 속

하는 우수국가이지만,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수업 및 

평가활동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성취도와 정의적 특성이 모두 우수한 국가로써,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통해 학생 평가 정책에 제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처럼 TIMSS의 성취도 순위에서 아시아 국가가 모두 상위를 위치했지

만, 국가마다 교육체제 및 과정, 교사 교육, 학생평가, 학생의 정의적 특성

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싱가

포르, 일본의 수업 및 평가활동 영향력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현장

에서 교사의 학생 평가활동과 관련된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국가는 TIMSS 2015의 참여국 중 한국, 싱가포르, 일

본이며,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8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해

당 학생들의 학급의 수학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설정하였다. 수학과목을 

선정한 이유는 비교적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수학과목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의 과학과정은 공통과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

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나라도 다수 존재한

다. 이렇게 과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경우, 나라별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수학 학업성취도에 집

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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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학년 교사는 4학년 교사와 다르게 전담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설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각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4학년 교

사의 설문지에는 각 과목의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의 문항에 대한 결측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8학년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학생 설문지에서 무응답 설문지와 

성별, 교육적 지원, 사교육기간 변수의 결측이 있는 사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교사 설문지에서 숙제를 내지 않는다고 응

답하여 구조적 결측을 보인 23명과 동료교사와의 교류에 대한 문항에 응

답하지 않았던 1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싱가포르의 교사 설문지에서 

무응답이었던 4명과 숙제, 평가, 교직만족도 등에서 결측이 나타난 경우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사 설문지에서 무응답이

었던 1명, 숙제를 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구조적 결측을 보인 28명과 평

가, 수업활동 등에서 결측이 있었던 25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일

본의 경우, 교사 설문지의 결측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많이 나타났으

나, 숙제를 내지 않는다고 응답한 구조적 결측이 일본 교사 전체 결측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기에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목록별(listwise) 결측 처리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분석대상

의 분포는 다음 <표Ⅲ-3>과 같다.

구분 학생 교사

교실
국가 결측 처리 전 결측 처리 후 결측 처리 전 결측 처리 후

한국 5,309명 5,011명 317명 293명 161개

싱가포르 6,116명 6,037명 334명 322명 322개

일본 4,745명 3,801명 231명 177명 119개

<표 Ⅲ-3> 국가별 분석 대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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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는 2수준 분석 대상을 학급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으로 학급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의해 교실 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연구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급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그리고 TIMSS에서는 한 학교당 중학교 2학년 2개의 학급을 표집하

였고, 이에 따라 한 교사가 담당하는 모든 교실의 수업 및 평가활동을 살

펴볼 수 없다. 예컨대, 8학년 싱가포르 교사의 경우, 한 학교 당 교사 2명 

혹은 학급 2개를 1명의 교사가 담당하여 학교 당 1명에서 2명의 교사가 표

집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준별 학급수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학급에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한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

교에서 교사가 담당하는 모든 교실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TIMSS의 표집단

계에서 2개의 학급만이 추출되고, 우리나라는 표집된 2개의 학급이 수준별 

학급수업으로 인해 2개에서 5개의 교실로 구분되기 때문에 교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더불어 데이터 구조상의 이유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교실별로 일어나는 수업 및 평가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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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수 및 모형

가. 연구변수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각 국가의 8학년 학생들의 수

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수학 학업성취

도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학생수준의 설명변수와 교사수준의 설

명변수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학생 

및 교사 수준의 변수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Ⅲ-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8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TIMSS 2015 수학교

과 학업성취도의 측정 유의값(plausible value: PV)를 활용하였다. TIMSS 

2015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는 수, 대수, 기하, 자료와 가능성의 4개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2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또한 수학 학업성

취도 측정 유의값은 이전 주기 및 검사지 간의 척도 동등화를 위하여 IEA

에서 평균 500,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로 제공되며, 이 연구에서는 5개

의 측정 유의값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활용하였다(Marti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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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변수명 내용(문항수) 응답척도

종속
변수

학업성취도 수학 학업성취도
수, 대수, 기하, 자료와 가능성
의 4개 영역에 대한 총 212개 
문항 점수의 plausible value

척도점수(평균=500, 표준편
차=100)

학생
(1수준)

학생배경

성별 학생의 성별 더미코딩(0=남자, 1=여자)

교육적지원
도서보유량 및 학습자료(인터
넷, 학생방)와 학부모의 최종학
력(4)

척도점수(평균= 10, 표준편
차=2)

사교육기간 지난 1년간 사교육 참여 개월
4점 척도(0=미참여, 1=4개월
미만, 2=4-8개월. 3=8개월이
상)

정의적 
특성

흥미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9)
척도점수(평균= 10, 표준편
차=2)

효능감 수학과목에 대한 효능감(9)
척도점수(평균= 10, 표준편
차=2)

가치인식 수학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9)
척도점수(평균= 10, 표준편
차=2)

교실
(2수준)

교사 배경

최종학력 학교급에 따른 최종학력(1)

5점 척도(0=고등학교 졸업 
이하, 1=고등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후 비고등 
및 전문대학, 4=대학(학사) 
졸업, 5=대학원 이상 졸업)

대학전공 대학 졸업시 취득학위 전공
더미코딩(기타=0, 수학,수학
교육=1)

교수효능감 교수전략 및 효능감(9)*1) 4점 척도(역코딩)

직무만족도 직무 만족도(7)
척도점수(평균= 10, 표준편
차=2)

동료교사교류 동료교사와의 교류 정도(7)
4점 척도(1=안한다 혹은 거
의 안한다, 2=가끔 한다, 3=
자주한다, 4=매우 자주한다)

수업활동

학생해답설명

수업활동 유형 및 빈도*
4점 척도(1=안한다, 2= 가끔
한다, 3=자주한다, 4=매 수
업마다 한다)

학생해결절차

학생생각표현

도전적문제

교실토론

교사설명 

수업활동 유형 및 빈도*
4점 척도(1=안한다, 2= 가끔
한다, 3=자주한다, 4=매 수
업마다 한다)

교사지도문제

실생활연결

선행지식관련

암기

평가활동

학생진행과제

학력 향상 점검 시 중점정도*

3점 척도(1=중점을 안둔다 
혹은 거의 안둔다, 2=어느
정도 중점을 둔다, 3=중점
을 많이 둔다)

학급단위시험

교정피드백

숙제에 대한 평가 빈도*
3점 척도(1=안한다 혹은 거
의 안한다, 2=가끔 한다, 3=
자주 혹은 매우 자주한다)

과제토론

완료점검

<표 Ⅲ-4> 주요 변수의 문항내용 및 변수구성

1) *해당 문항은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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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수준에 포함된 학생수준 변수는 크게 학생배경과 정의적 특

성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배경 영역에 포함된 변수는 성별, 교육적 

지원, 사교육기간 변수이다. 성별은 남학생일 경우 0이고, 여학생일 경우 1

인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사교육기간 변수는 학생 배경설문의 지난 1년

간 수학 사교육 참여 개월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어본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교육적 지원 변수와 정의적 특성 영역에 포함된 수학과목에 대한 흥

미, 효능감, 가치인식 변수는 IEA에서 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통합변수를 

사용하였다. 

통합변수는 IEA에서 기존의 같은 요인에 대해 물어본 문항을 통합할 때 

부분점수 문항반응이론 척도화(partial credit item response theory scaling)

를 통하여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2인 척도점수로 변환되어 생성하는 

변수이다(Martin et al., 201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통합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통합변수로 제공하지 않는 변수는 

각 요인에 대한 하위문항별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 내어 분석에 활용하였

다. 다음 <표 Ⅲ-5>는 학생수준 통합변수 구성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을 정리한 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육적 지원(home 

educational resources: HER) 변수는 가정의 도서보유량, 가정의 인터넷 접

속 장치, 학생만의 방, 부모의 최종학력으로 구성된 통합변수이다(Martin 

et al., 2016). 다음으로 정의적 특성에 해당하는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 효

능감, 가치인식 변수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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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문항번호 문항내용

교육적
지원

4
집에는 책이 대략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잡지, 신문, 교과서는 세지 마
십시오.)

6d 집에 나 혼자 쓰는 방이 있다.
6e 집에 인터넷 접속 장치가 있다.

7A
어머니(새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 포함)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
까?

7B
아버지(새아버지 또는 남성 보호자 포함)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
까?

흥미

17a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7b*2) 나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
17c* 수학은 지루하다.
17d 나는 수학 과목에서 흥미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17e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17f 나는 수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17g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17h 나는 수학 수업시간이 기대된다.

17i 수학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이다.

효능감

19a 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한다.
19b*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려워한다.
19c* 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다.
19d 나는 수학에 대한 내용을 빨리 습득한다.
19e* 수학은 나를 긴장하게 한다.
19f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19g 수학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말씀하신다.
19h* 나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더 어렵다.

19i* 수학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가치인
식

20a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b 나는 다른 과목을 배우는 데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c
나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20d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수학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e 나는 수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20f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g
수학을 배우는 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직업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20h 부모님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20i 수학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Ⅲ-5> 학생수준 통합변수의 구성 문항번호 및 내용

2) *해당 문항은 역코딩하여 변수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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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실 수준 변수는 교사배경과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영역

으로 구성된다. 교사의 배경변수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지은림 외, 2011; 하유라, 손원숙, 2013; 박

정, 2016)에 따라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하위변수는 최종학력, 대

학전공, 교수 효능감, 직무 만족도, 동료교사와의 교류로 구성하였다. 최종

학력은 대학에서 취득한 대학전공이 수학 혹은 수학교육 전공일 경우 1이

고, 나머지 기타 전공은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이다. 직무 만족도는 IEA의 

통합변수로 제공되는 변수를 활용하였고, 교수 효능감과 동료교사와의 교

류 변수는 각 요인에 대한 하위문항별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 내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사배경의 통합변수 구성 문항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Ⅲ-6>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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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변수명 문항번호 및 내용

교사
배경

교수
효능감

17. 귀하는 표집 학급의 수업에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효능감
을 느낍니까?

17a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을 장려하기

17b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 해결전략을 보여주기

17c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기

17d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수업을 조절하기

17e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17f 학생들의 수학 이해에 대해 평가하기

17g 학습부진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17h 수학을 학생들의 일상과 연관시키기

17i 고차원 사고능력 개발을 도와주기

직무
만족도

10. 귀하는 다음 교사에 대한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a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한다.

10b 나는 이 학교의 교사라는 것에 만족한다.

10c 나는 교사로서 중요한 일을 한다.

10d 나는 나의 직업에 대해 열정적이다.

10e 나의 직업은 나에게 영감을 준다.

10f 나는 나의 직업이 자랑스럽다.

10g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교사로 일할 계획이다.

동료교사
교류

9. 귀하는 동료교사들과 다음과 같은 교류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9a 특정 주제에 대한 교수 방법 토의하기

9b 수업 자료 계획 및 준비에 대해 협의하기

9c 자신의 교수 경험에서 배운 점 공유하기

9d 수업 개선을 위해 다른 수업 참관하기

9e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

9f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그룹별로 협력하기

9g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다른 학년 교사와 협력하기

<표 Ⅲ-6> 교사배경 영역 통합변수의 구성 문항번호 및 내용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는 TIMSS 2015의 수업활동에 대한 문항, 

숙제에 대한 문항, 평가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수업활동 영

역의 문항들은 얼마나 자주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 다음 활동을 실시하였

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활동에는 학생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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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전적 문제, 교실토론, 학생해결절차, 학생생각표현, 교사설명, 실생

활연결, 선행지식관련, 암기, 교사지도문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에서 도전적 문제, 교사설명, 교사지도문제 변수는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였을 때 상관이 높게 나타났던 

두 개의 문항을 합하고 평균 내어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이다. 

평가활동 영역의 숙제에 대한 평가 빈도에는 교사의 교정 피드백 제공 

문항, 수업 중 과제 토론 문항, 그리고 과제 완료 여부 확인 문항을 각각 

변수로 활용하였다. 학생진행과제는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

가를 학력향상 점검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문항, 그리고 학급단

위시험은 학급 단위의 시험을 학력 향상 점검을 위해 얼마나 중점을 두는

지에 대한 문항을 각각 변수로 활용하였다(<표 Ⅲ-7> 참조).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TIMSS 2015에서 제공하는 문항을 토대로 이 연구

의 주제에 맞게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변수를 구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합하여 활용한 변수와 더불어 몇 개의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

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활동 유형별 활용 문항

의 하위문항인 외부평가 문항은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 수업활동 유형 하위문항 중 

퀴즈 혹은 시험을 보게 한다는 문항은 평가활동 유형별 활용 하위문항의 

학급단위 시험 문항과 중첩되는 문항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 및 평가활동에 대한 문항의 구체

적인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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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변수명 문항번호 및 내용

수업활동

학생해답설명 14b 학생들에게 해답을 설명하게 하기

학생해결절차 14e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절차를 결정하게 하기

학생생각표현3) 14f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기

도전적문제
14c

학생들에게 지시사항 이상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풀게하기

18e 즉각적인 해법이 없는 문제를 풀게하기

교실토론 14d 교실토론을 장려하기

교사설명
18a 새로운 수학내용에 대한 교사의 설명듣기

18b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듣기

교사지도문제

18d 교사의 지도 아래(개별 혹은 모둠별로) 문제풀기

18e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학급 전체 학생들이 함께 
문제풀기

실생활연결 14a 수업 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기

선행지식관련 14E 새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관련시키기

암기 18c 법칙, 절차, 사실 암기하기

평가활동

교정피드백 22a 숙제를 교정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기

숙제토론 22b 수업시간에 숙제에 대해 토론하기

완료점검 22c 숙제를 다 끝냈는지 점검하기

학생진행과제 23a 학생이 진행중인 과제(학습)에 대한 평가 중점정도

학급단위시험 23b
학급 단위의 시험(교사 제작 시험 혹은 교과서 시험 등)에 
대한 평가 중점정도

<표 Ⅲ-7>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의 구성 문항번호 및 내용 

나.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2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기초모형으로 시작하여 각 수준별 설명변수를 추가적으로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연구모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층모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

개한 후 이 연구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해당 문항은 일본에서 조사되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일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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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집단들은 사회조직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개인이 특정한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Raudenbush & Bryk, 2002; 강상진, 2016). 이러한 경향은 교육학이나 사회

과학에 소속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는 특징이며, 이에 

따라 위계적 구조 또는 다층 구조를 보이게 된다. 위계적 데이터

(hierarchical data)는 관찰 단위(observational unit)가 상위집단에 내재된

(nested) 데이터를 의미하며, 교육학 자료에서는 학생이 학급 혹은 학교에 

속한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학생이 학급과 학교에 내재된 경우는 보

통 하위집단인 학생이 1수준 단위(l level unit)이고 상위집단인 학급은 2수

준 단위(2 level unit), 학교는 3수준 단위(3 level unit)이라고 할 수 있다(강

상진, 1998; 강상진, 2016). 이와 같이 개인이 집단에 내재된 위계적 구조 

혹은 내재자료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이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혹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이다. 

최근 교육학의 다양한 주제들에서 다층모형이 적용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

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연구에 있어 기

존의 연구들은 회귀분석, 분산분석, 구조방정식 등의 개인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층구조의 자료 분석은 학생들

은 학급과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나타나는 집단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연구자가 개인을 분석 단위로 선택하게 

될 경우,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어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관찰 

단위 간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Raudenbush & Bryk, 2002). 한편 

집단을 분석 단위로 선택하는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 추정에 오류

가 발생하고, 개인의 정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다양한 추

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강상진, 1998; 김청택, 2008). 다층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의존성을 각 학교의 무선효과를 통해 분석에 반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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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모두 분석단위로 삼게 되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2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기초모형으로 시작하여 각 수준별 설명변수를 추가적으로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8학년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학생과 교실수준

의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모형

첫 번째로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대한 각 수준별 분산의 크기 차이를 살펴보고, 각 집단의 기초

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기초모형의 수식은 식(1)과 식(2)와 같다.

[1수준: 학생 수준]

      ∼  식(1)

[2수준: 교실 수준]

    ∼  식(2)

식(1)의 1수준 모형에서  는 종속변수로 학급 에 소속된 번째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점수를 나타낸다. 또한 는 교실 의 평균을 의미하고, 

는 학생 개개인의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점

수( )는 각 학급의 평균점수()와 학생의 개인효과()를 더한 점수라고 

할 수 있다. 식(2)의 2수준에서 는 표본 전체평균을 의미하고, 는 전

체평균과 번째 학급 간의 차이를 효과를 나타내며 학급 효과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학급의 평균()은 전체평균()과 학급 효과()를 더한 점

수라고 할 수 있다.

 의 분산은 개인과 집단수준으로 구분되며 은 집단내 분산, 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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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 분산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초모형에서 구한 정보를 토대로, 종속변

수의 전체 분포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집단의 효과이며, 개인의 효과인지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집단 내 상관계수의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 수식(3)과 같다.

 전체 관찰분산
집단 간 분산

  

 


 


 식(3)

2) 모형1: 1단계 모형

앞서 살펴보았던 기초모형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수준별 

투입 변수를 다르게 하여 조건모형인 절편과 기울기 결과변인 모형

(intercepts and slopes-as-outcomes model)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Raudenbush & Bryk, 2002; 강상진, 2016).  절편과 기울기 결과변인 모형

은 1수준의 독립변수와 2수준의 독립변수가 모두 투입된 모형으로, 2수준 

집단의 어떤 특성이 절편과 계수를 설명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1단계 모형

인 모형1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

를 2수준 모형에 투입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전,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1

의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학생 수준]

      ∼  식(4)

[2수준: 교실 수준]

    학생해답설명     학급단위시험 
 ∼ 

 식(5)

2수준 모형은 수식(5)와 같으며, 설명변수로 교사의 평가활동 변수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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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해답을 설명하게 하는 활동, 통합변수인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 교실토론을 장려하는 활동 등의 15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교실의 평가활동만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의의

가 있었기 때문에 1수준 모형에는 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3) 모형2: 2단계 모형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1수준에 학생 배경변인과 정의적 특성 변수를 투

입하여 통제한 후,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구

체적인 수식은 식(6)과 식(7)로 나타내었다.

[1수준: 학생 수준]

    성별    가치인식    ∼  식(6)

[2수준: 교실 수준]

     학생해답설명     학급단위시험 
 ∼ 

식(7)

   ;    ;    ;    ;    ;   

2수준 모형은 모형1의 2수준 모형과 같으며, 1수준 모형은 수식(6)과 같

다. 설명변수로 학생의 배경변수인 성별(남자=0, 여자=1), 교육적 지원, 사

교육기간과 정의적 특성 변수인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 효능감, 가치인식

의 6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4) 모형3: 최종 모형

최종모형인 모형3에서는 모형2에 2수준에 교사 배경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통제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 3의 수식은 식(8)과 

식(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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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학생 수준]

    성별    가치인식    ∼  식(8)

[2수준: 교실 수준]

    학생해답설명     동료교사협력 
 ∼ 

식(9)

   ;    ;    ;    ;    ;   

수식(8)에서 나타나는 1수준 모형은 모형2의 1수준 모형과 같고, 2수준 

모형은 수식(9)과 같다. 2수준의 설명변수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

와 더불어 교사의 배경 변수인 최종학력, 대학전공, 직무만족도, 동료교사

교류의 5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총 20개의 설명변수가 투입되었다. 구체적

인 단계별 모형에 따른 투입 변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Ⅲ-8>에 정리하

였다. 

요컨대, 기초모형인 모형0에서는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집

단의 기초적인 정보를 얻고, 1단계 모형인 모형1에서 이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수업 및 평가활동을 투입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변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2단계 모

형인 모형2에서는 모형1에 학생 배경과 정의적 특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통제한 후,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후, 

최종모형에 교사 배경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모든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

태에서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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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모형 투입 변수

모형0(기초모형) 없음

1단계 모형1 수업 및 평가활동 관련 변수

2단계 모형2 모형1 + 학생 개인배경 변수

3단계 모형3(최종모형) 모형2 + 교사 개인배경 변수

<표 Ⅲ-8> 단계별 모형 투입 및 변수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수학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와 이외의 통제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위에서 설정하였던 다층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

터 클리닝과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초 통계 분석 및 연구 모

형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은 SPSS 23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모형 분석은 HLM 6.0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Raudenbush 

et al., 2004). 또한 각 수준별 설명변수는 이분변수인 학생의 성별과 교사

의 대학전공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IEA에서 제공하는 수학 학업성취도 측정 유의값

(plausible value; 이하 PV) 5개를 동시에 투입하였다. TIMSS 2015는 한 학

생이 전체 문항을 풀지 않아도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학과 과학 과

목의 전체 문항을 14개의 문항군(block)으로 나누고, 행렬 표집(matrix 

sampling) 방식으로 한 검사지 당 2개의 문항군을 배정하여 총 14종의 검

사지를 구성한다. 한 학생은 검사지 1개만 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응답을 

모아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문항군이 12개

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결측 처리된다(김수진 외, 2013). 이러한 데이

터 수집의 복잡성(complexity)을 고려하려 TIMSS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점 추정치(point estimation)가 아닌 IRT를 활용하여 추정된 5개의 측정 유

의값(PV)으로 제시하고 있다(Martin et al.,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러한 측정 유의값(PV)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HLM 6.08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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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5개의 성취도 측정 유의값(PV)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각 국

가의 학생 수 차이에 의한 추정오차를 줄이고 결과 분석상의 신뢰성과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가중치인 학생 최종가중치(overall student 

sampling weight)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박현정, 하여진, 2011). TIMSS에서 

제공하는 학생 최종가중치는 학교, 학급, 학생 가중치 이외에 평가에 표집 

되지 않은 학교, 학급, 학생들을 위해 보정을 포함한 가중치이다(Martin et 

al., 2016). 또한 TIMSS 2011 자료를 통하여 IEA에서 다층분석을 진행한 보

고서에서 1수준인 학생 수준에 학생 최종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2수

준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학생 최

종가중치를 1수준에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Foy & O'Dwy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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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학생수준과 교실수준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요

약하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투입된 5개의 수학 학업

성취도의 측정 유의값(PV)을 비교하면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우

리나라가 따르고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1수준에 투입

된 학생 특성 통제변수 중 가정의 도서보유량, 가정의 인터넷 접속 장치, 

학생만의 방, 부모의 최종학력으로 구성된 통합변수인 교육적 지원은 우리

나라가 가장 높았고 일본, 싱가포르 순이었다. 한편 교육적 지원에 대한 

표준편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일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영역에 속하는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 변수

는 싱가포르가 10.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이 뒤따르고 우리나

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특성의 효능감과 가치인식 변수 

역시 싱가포르가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교육 기간 변수는 우리나라의 평균이 가장 높

고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수준에 투입된 교사의 배경변수인 대학전공, 직무만족도, 교

수효능감, 동료교사 협력정도 문항 모두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

였고, 그 다음 싱가포르가 따르고 일본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관심변수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먼저 수업시

간에 학생들에게 해답을 설명하는 활동을 하는 빈도는 싱가포르가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뒤따랐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지

시사항 이상을 요구하는 문제 혹은 즉각적인 해법이 없는 문제를 풀도록 



- 51 -

하는 활동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 싱가포르가 따르고 일본이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실토론은 싱가포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 뒤따랐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절차를 결정하게 하는 활동은 우리나라

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 일본이 따르고 싱가포르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나 다른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와 비교하였을 때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활동은 일본

의 조사에서 제외된 문항이지만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비교하면, 약소한 

차이였지만 우리나라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업활동 영역에 포함되는 수업시간 중 교사의 설명을 듣는 활동에 대한 

빈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일본이 뒤따랐다. 수

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인 실생활 연결 변수의 빈도

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일본이 뒤따랐다. 새로 배

운 내용을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관련시키는 활동은 싱가포르가 상대적으

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일본이 따르고,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학에 대한 법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과 교사의 지도 아래 학급 전체 학생들, 개인, 모둠별로 문제 푸는 활

동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나라와 일본 순으로 따랐다. 평가활동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

여 피드백을 주는 활동인 교정피드백 변수와 수업시간에 숙제에 대해 토

론하는 활동인 숙제토론 변수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뒤따랐다. 또한 숙제를 끝냈는지 점검하는 활동

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 싱가포르와 일본 순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학력향상 

점검을 위해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변수는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 일본과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급 단위의 

시험을 학력 향상 점검을 위해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변수는 일본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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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주요변수 M SD M SD M SD

종속변수

수학 
학업
성취
도

PV1 603.37 84.65 615.65 81.46 589.38 88.82
PV2 605.30 84.74 617.22 81.7 589.94 89.25
PV3 604.78 84.91 617.59 81.74 590.39 89.05
PV4 603.72 84.97 616.38 81.93 589.52 89.37
PV5 604.05 84.72 617.99 82.18 589.89 90.24

1수준: 학생 수준

학생
배경

교육적 지원 11.57 1.61 10.28 1.57 11.00 1.47

흥미 9.13 1.68 10.13 1.87 9.20 1.65

효능감 9.44 1.84 9.73 2.17 8.95 1.95

가치인식 8.60 1.62 9.67 1.73 8.47 1.51

사교육기간 1.71 1.31 1.24 1.21 1.29 1.34

2수준: 교실 수준

교사
배경

대학전공 4.38 0.49 4.08 0.34 4.10 0.31

최종학력 0.96 0.20 0.90 0.30 0.86 0.34

직무만족도 9.55 1.99 9.13 2.22 9.04 2.06

교수효능감 3.03 0.53 2.78 0.48 2.41 0.48

동료교사교류 2.69 0.64 2.54 0.61 2.24 0.52

수업
활동

학생해답설명 2.95 0.83 3.08 0.79 2.91 0.76

학생해결절차 2.90 0.77 2.47 0.79 2.63 0.79

학생생각표현4) 3.03 0.83 3.01 0.82 - -

도전적문제 2.51 0.64 2.31 0.59 2.12 0.55

교실토론 2.42 0.79 2.76 0.79 2.24 0.77

교사설명 3.57 0.59 3.35 0.68 3.37 0.71

교사지도문제 3.25 0.65 3.16 0.65 3.36 0.67

실생활연결 2.58 0.71 2.72 0.77 2.50 0.74

선행지식관련 2.91 0.89 3.52 0.64 3.08 0.77

암기 2.90 0.86 2.57 0.79 3.10 0.84

평가
활동

교정피드백 2.51 0.52 2.78 0.44 2.36 0.62

숙제토론 2.13 0.65 2.68 0.48 1.69 0.65

완료점검 2.90 0.32 2.85 0.37 2.68 0.55

학생진행과제 2.47 0.51 2.62 0.51 2.56 0.54

학급단위시험 2.63 0.49 2.87 0.35 2.99 0.11

<표 Ⅳ-1> 국가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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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층모형 분석결과

가. 기초 모형 결과

연구모형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

형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각 수준별 분산의 크기 차이를 살

펴보고, 각 집단의 기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기초모형의 결과를 정

리한 표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구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고정효과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전체평균 603.71 *** 3.00 620.03 *** 4.21 589.50 *** 3.93　

무선효과 분산 SD % 분산 SD % 분산 SD %

교실효과 724.3 *** 26.9 9.97% 5111.7 *** 71.5 77.09% 1474.6 *** 38.4 18.63%

학생효과 6540.3 　 80.9 90.03% 1518.8 　 38.9 22.91% 6439.4 　 80.3 81.37%

 709.72 19423.58 1033.66

*p<.05, **p<.01, ***p<.001

<표 Ⅳ-2> 국가별 수학 학업성취도의 기초모형 분석결과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교실수준에서 추정된 분산( )

은 724.3이고, 학생수준에서 추정된 분산( )은 6540.3이며, 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709.72, p<.001). 다음으로 싱

가포르의 교실수준에서 추정된 분산( )은 5111.7, 학생수준의 분산( )은 

1518.8이며, 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9423.58, p<.001).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실수준에서 추정된 분산( )은 

1474.6이고, 학생수준에서 추정된 분산()은 6439.4이며, 집단 간 차이 검

4) 해당 문항은 일본에서 조사되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일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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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033.66, p<.001). 앞서 나타난 교실수준

과 학생수준 분산을 바탕으로 계산된 기초모형에서 나타난 교실수준의 분

산이 수학 성취도에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9.97%, 싱가포르 77.09%, 

일본이 18.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교실 집단 내 상관계수(ICC)

를 백분위로 표현한 교실수준 분산 비율은 학생이 교실마다 다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따라 수학 성취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국가의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

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층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학교수준의 성취도 분산에

서 학교 간 분산의 값의 비율은 보통 10%에서 33%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학교수준의 성취도 평균은 교실수준보다 모집단이 크고 다양한 개

인차를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학교 간 분산은 교실 간 분산

보다 작게 추정된다고 한다(Raudenbush & Bryk, 2002; Rodriguez, 2004). 

예컨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TIMSS의 자료를 통하여 교실수준의 성

취도 분산을 추정한 연구(Rodriguez, 2004)에서 교실수준의 분산이 수학 성

취도의 5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TIMSS 2007의 교사수준

의 성취도 분산을 추정한 연구(이희숙, 정제영, 2011)에서는 교사수준의 분

산이 수학 성취도의 약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비율이 다른 분석 대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싱가포

르의 경우, 교실 혹은 교사 수준의 성취도 분산뿐만 아니라 학교수준의 성

취도 분산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IMSS의 국가별 교사수준의 성취도 분산을 추정한 연구(손원숙 외, 2014)

에서 싱가포르의 교사수준의 분산은 수학 성취도의 약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IMSS의 학교수준의 성취도 분산을 추정한 연구(김수진 

외, 2013)에서 싱가포르 학교수준의 분산은 수학 성취도의 42.5%정도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싱가

포르는 교사 혹은 교실수준의 분산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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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S의 다른 참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학교 혹은 교사 수준의 분산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던 결과이다(김소영, 2013; 김수진 

외, 2013; 손원숙 외, 2014). 다른 분석 대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는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어 수학 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이 낮고, 이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대부분 학생 개인

배경변수를 통해 설명되기 때문이다(김수진 외, 2013). 이러한 결과는 학교

수준 뿐만 아니라 교실수준 연구에도 해당되며, 앞서 살펴보았던 TIMSS의 

국가별 교사수준의 성취도 분산을 추정한 연구(손원숙 외, 2014)에 따르면 

교사수준의 분산이 4학년 수학 성취도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나. 1단계 모형(모형1) 결과

다음으로, 1단계 모형인 모형1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를 2수준 모형에 투입하여 1수준과 2수준의 통제변

수를 투입하기 전,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모형1의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15.6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수업시간에 많이 할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15.64

점정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27.73)을 많

이 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가 27.73점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효과를 보였

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식 교수활동(=14.1)이 많을수록 싱가포

르 8학년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14.1점 높은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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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업 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

(=-18.21)이나 법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17.1)을 하는 것은 학

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평가활동 중 숙제피드

백 영향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활동(

=28.72)을 자주 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가 28.72점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의하였던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절차를 결정하는 활동(=14.03)은 일본에서도 수학 

학업성취도가 14.03점 높은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실

토론을 장려하는 활동(=-10.16)은 수학 학업성취도가 10.16점 낮게 나타

나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한편 일본의 평가활동 중 교사가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21.41)를 학력향상 점검에 많은 중점을 

둘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21.41점 낮은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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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고정효과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수학 학업성취도 603.54*** 2.62 619.35*** 3.94 590.01***　 3.56

2수준: 교실 수준

수업
활동

학생해답설명 -6.65　 3.75 -3.12　 5.69 6.15　 4.74

학생해결절차 15.64** 5.26 -1.31　 6.67 14.03** 5.04

학생생각표현 0.19　 4.04 10.68　 6.19 - -

도전적문제 3.50　 5.58 27.73** 8.25 6.99　 9.12

교실토론 -1.92　 4.48 -3.78　 6.19 -10.16* 4.89

교사설명 7.63　 5.71 14.10* 6.92 2.33　 5.48

교사지도문제 -2.06　 5.15 -6.33　 7.06 6.33　 7.15

실생활연결 -6.70　 4.47 -18.21** 5.29 1.44　 5.39

선행지식관련 -6.85　 3.81 -4.45　 6.13 -2.49　 4.74

암기 -0.83　 4.05 -17.10** 4.85 1.90　 6.43

평가
활동

교정피드백 1.67　 6.42 28.72** 9.82 4.03　 6.07

숙제토론 0.29　 4.42 6.59　 8.77 -0.99　 6.04

완료점검 5.05　 7.41 -12.63　 11.53 1.36　 7.16

학생진행과제 -2.88　 5.33 11.57　 9.17 -21.41* 8.52

학급단위시험 -4.26　 5.33 5.69　 13.59 -34.21　 18.38

무선효과　 분산 SD 분산 SD 분산 SD
교실효과 616.86*** 24.84 4487.88*** 66.99 1154.65*** 33.98
학생효과 6540.09　 80.87 1518.81　 38.97 6439.99　 80.25

*p<.05, **p<.01, ***p<.001

<표 Ⅳ-3> 국가별 수학 학업성취도의 1단계 모형(모형1) 분석결과 

다. 2단계 모형(모형2) 결과

다음으로 2단계 모형인 모형2에서는 모형1에 투입한 수업 및 평가활동

과 더불어 통제변수인 학생 배경변인과 정의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여 통

제한 후,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2의 결

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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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고정효과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수학 학업성취도 600.62*** 2.32 619.96*** 3.69 586.04*** 3.37

1수준: 학생 수준

학생
배경

여학생 6.70* 2.74 -1.55　 1.62 7.77** 2.33

교육적지원 8.43*** 0.77 0.05　 0.53 13.72*** 0.83

흥미 1.74　 0.97 1.70** 0.52 0.86　 1.33

효능감 15.32*** 0.96 7.42*** 0.41 16.96*** 1.16

가치인식 6.17*** 1.01 -0.11　 0.43 4.73*** 1.04

사교육기간 14.94*** 1.00 -1.37* 0.56 1.74　 1.06

2수준: 교실 수준

수업
활동

학생해답설명 -0.50　 2.29 -2.90　 5.43 1.34　 4.16

학생해결절차 9.06* 3.61 -1.00　 6.39 9.20* 4.29

학생생각표현 -0.65　 2.63 9.72　 5.88 - -

도전적문제 2.33　 3.26 25.77** 7.84 5.43　 8.16

교실토론 -2.98　 2.64 -3.14　 5.85 -8.44* 4.16

교사설명 1.19　 3.66 13.25* 6.58 1.43　 4.79

교사지도문제 -0.16　 2.90 -6.05　 6.70 4.90　 6.15

실생활연결 -2.92　 2.67 -16.94** 5.01 1.62　 4.73

선행지식관련 -3.13　 2.28 -4.49　 5.73 0.30　 3.93

암기 -0.83　 2.19 -16.29** 4.49 1.08　 5.51

평가
활동

교정피드백 0.59　 3.90 26.70** 9.40 1.83　 5.19

숙제토론 -0.67　 2.80 6.56　 8.33 -1.43　 5.35

완료점검 1.63　 4.40 -12.77　 11.16 -0.15　 6.11

학생진행과제 -1.94　 3.56 10.77　 8.67 -15.31* 7.15

학급단위시험 -2.95　 3.32 5.88　 13.11 -29.18　 18.11

무선효과 분산 SD 분산 SD 분산 SD
교실효과 180.27*** 13.43 4029.18*** 63.48 854.28*** 29.23
학생효과 4148.34　 64.41 1210.85　 34.80 4532.17　 67.32

*p<.05, **p<.01, ***p<.001

<표 Ⅳ-4> 국가별 수학 학업성취도의 2단계 모형(모형2) 분석결과 

모형 2의 학생배경 변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한국(=6.7)과 일본(=7.77)에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수학 학업성취도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수준의 다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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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통제하였을 때, 교육적 지원이 많이 제공 될수록 싱가포르를 제외한 

한국(=8.43)과 일본(=13.72)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의 정의적 특성 중 수학과목에 대한 효능

감은 3개국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

며, 흥미는 싱가포르(=1.7)에서만 유의하였고, 가치인식은 한국(=6.17)

과 일본(=4.73)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

생이 수학 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한국(=14.94)에서는 학업성취도

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싱가포르(=-1.37)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보

였다. 

다음으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는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했던 변수는 모형2에서도 변함없이 유의하였으나 학생수준 통제변수가 투

입됨으로써 효과는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생수준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실수준의 분산이 낮게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은 모형1(=15.64)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모형2의 회귀계수(=9.06)는 상대적

으로 작아진 경향을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교사의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14.03)과 교실토론을 장려하는 활동(

=-10.16)은 모형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같았으나, 회귀계수(=9.2, 

=-8.44)는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한편 교실수준의 분산크기가 다른 국가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의 경우, 모형1과 비교하였을 때 회귀계

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싱가포르가 한국

이나 일본에 비해 교실수준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크기 때문에 학

생수준의 통제변수가 투입되어도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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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모형(모형3) 결과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인 모형3에서는 모형2에 투입했던 학생 배경변수와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에 추가적으로 2수준에 교사 배경 변수를 투입하여 

통제변수를 모두 통제 한 후,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Ⅳ-5>를 통해 최종모형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최종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2와 마찬가지로 학생수준의 성별과 교

육적 지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

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정의적 특성 중 수학과목에 대한 효능감은 3

개국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흥미는 

싱가포르에서만, 가치인식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 수학 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싱가포

르의 학생들에게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에 새롭게 투입된 교사 배경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다른 동료교사와 교류(=6.17)를 많이 할수

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6.17점 높은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교사의 대학전공(=24.52)이 수학 혹은 

수학교육인 경우 다른 전공의 교사보다 수학 학업성취도가 24.52점 높은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교수활동에 대한 

효능감(=28.38)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28.38점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교사의 최종학력(=35.32)이 

높을수록 수학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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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는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 

중 몇 개의 변수는 모형3에서 교사수준 통제변수가 투입됨으로써 다소 효

과가 줄어들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 1과 2에서 유의했던 일본 교사의 교실토론을 장

려하는 활동의 경우 최종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외의 모형2에서 유의했던 3개국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들은 변

함없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모

형에서는 다소 회귀계수가 줄어들었으나, 한국(=8.98)과 일본(=9.34) 

교사의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 싱가포르 교사의 학생들에

게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22.63), 설명식 교수활동(=12.64), 수

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19.31), 법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14.22),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활

동(=24.76), 일본 교사가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

=-13.92)를 학력향상 점검에 많은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변수 모두 각 국

가의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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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고정효과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수학 학업성취도 606.85 *** 6.74 597.66 ***　 11.13 580.02 *** 5.13

1수준: 학생 수준

학생
배경　

여학생 7.12 * 2.74 -1.56　 1.61 7.77 ** 2.32

교육적지원 8.40 *** 0.76 0.06　 0.53 13.69 *** 0.84

흥미 1.73　 0.97 1.70 ** 0.52 0.88　 1.33

효능감 15.30 *** 0.96 7.42 *** 0.41 16.96 *** 1.15

가치인식 6.21 *** 1.01 -0.11　 0.43 4.74 *** 1.04

사교육기간 14.89 *** 1.00 -1.37 * 0.56 1.80　 1.06

2수준: 교실 수준

교사
배경

대학전공 -6.61　 6.98 24.52 * 11.88 7.02　 6.37

최종학력 1.49　 3.21 15.93　 10.90 35.32 * 13.14

직무만족도 1.69　 0.90 0.50　 1.96 -0.43　 1.33

교수효능감 -2.53　 4.20 28.38 ** 10.16 5.84　 6.56

동료교사교류 6.17 * 2.86 -3.94　 6.93 -2.68　 5.32

수업
활동

학생해답설명 -1.08　 2.31 -4.53　 5.25 1.05　 3.54

학생해결절차 8.98 * 3.36 -4.49　 6.51 9.34 * 4.35

학생생각표현 -1.42　 2.74 6.91　 5.98 - -

도전적문제 3.94　 3.08 22.63 ** 7.97 0.60　 7.67

교실토론 -4.01　 2.69 -5.56　 5.83 -8.01　 4.34

교사설명 1.52　 3.62 12.64 * 6.39 -0.29　 4.52

교사지도문제 0.22　 2.89 -6.41　 6.44 5.01　 6.23

실생활연결 -4.20　 2.60 -19.31 *** 4.94 0.03　 4.48

선행지식관련 -3.80　 2.32 -6.05　 5.71 -1.23　 4.09

암기 -1.49　 2.10 -14.22 ** 4.41 3.77　 5.59

평가
활동

교정피드백 0.48　 3.77 24.76 * 9.32 0.97　 5.08

숙제토론 -1.09　 2.73 8.25　 8.31 -0.92　 5.00

완료점검 2.18　 4.23 -11.90　 10.36 -0.66　 6.02

학생진행과제 -3.89　 3.32 9.40　 8.34 -13.92 * 6.80

학급단위시험 -3.33　 3.49 3.72　 13.77 -18.45　 12.91

무선효과 분산 SD 분산 SD 분산 SD
교실효과 159.33 *** 12.62 3813.31 *** 61.75 757.85 *** 27.53
학생효과 4147.59　 64.40 1210.86　 34.80 4532.40　 67.32

*p<.05, **p<.01, ***p<.001

<표 Ⅳ-5> 국가별 수학 학업성취도의 최종모형(모형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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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TIMSS 2015 자료 중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

본 3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절에

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나타난 교실수준의 분산

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9.97%, 싱가포르 

77.09%, 일본이 18.63%인 것으로 나타나 각 국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2수준 분산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층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학교

수준의 분산비율보다 작게 추정되었으나, 이는 분석 대상을 교실로 설정하

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학교로 설정하였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추

정된 것이고, 이 연구의 기초모형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와 분산이 크게 추

정된 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Rodriguez, 2004, 이희숙, 정제영, 

2011; 손원숙 외, 2014).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교실수준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싱가포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실수준의 변수에 의해 많이 설명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실수준의 분산비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었는

데, 이는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대체로 평준화되어 있어 수학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이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대부분 학생 

개인배경변수를 통해 설명되기 때문이다(김수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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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 

투입)

모형2(모형1 + 
학생배경 변수 

투입)

모형3(모형2 + 
교사배경 변수 

투입)

국가 영역 변수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한국

수업 및 
평가활동

학생해결절차 15.64** 5.26 9.06* 3.61 8.98* 3.36

학생배경

여학생 - - 6.70* 2.74 7.12* 2.74

교육적지원 - - 8.43*** 0.77 8.40*** 0.76

효능감 - - 15.32*** 0.96 15.30*** 0.96

가치인식 - - 6.17*** 1.01 6.21*** 1.01

사교육기간 - - 14.94*** 1.00 14.89*** 1.00

교사배경 동료교사협력 - - - - 6.17* 2.86

싱가
포르

수업 및 
평가활동

도전적문제 27.73** 8.25 25.77** 7.84 22.63** 7.97

교사설명 14.10* 6.92 13.25* 6.58 12.64* 6.39

실생활연결 -18.21** 5.29 -16.94** 5.01 -19.31*** 4.94

암기 -17.10** 4.84 -16.29** 4.49 -14.22** 4.41

교정피드백 28.72** 9.82 26.70** 9.40 24.76* 9.32

학생배경

흥미 - - 1.70** 0.52 1.70** 0.52

효능감 - - 7.42*** 0.41 7.42*** 0.41

사교육기간 - - -1.37* 0.56 -1.37* 0.56

교사배경
대학전공 - - - - 24.52* 11.88

교수효능감 - - - - 28.38** 10.16

일본

수업 및 
평가활동

학생해결절차 14.03** 5.04 9.20* 4.29 9.34* 4.35

교실토론 -10.16* 4.90 -8.44* 4.16 -8.01　 4.34

학생진행과제 -21.41* 8.51 -15.31* 7.15 -13.92* 6.80

학생배경

여학생 - - 7.77** 2.33 7.77** 2.32

교육적지원 - - 13.72*** 0.83 13.69*** 0.84

효능감 - - 16.96*** 1.16 16.96*** 1.15

가치인식 - - 4.73*** 1.04 4.74*** 1.04

교사배경 최종학력 - - - - 35.32* 13.14

*p<.05, **p<.01, ***p<.001

<표 Ⅴ-1> 국가별 분석결과 요약표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각 단계별로 변수를 투입하여 유의했던 변수를 국

가별로 요약한 표는 위의 <표 Ⅴ-1>와 같다. 모형1에서 이 연구의 주요 관

심변수인 수업 및 평가활동을 투입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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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심변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모형2에서는 모

형1에 학생 배경과 정의적 특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통제한 후,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 모형3에서 교사 배경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모든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업 및 평가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1에서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를 2수준 모형에 투입하여 학

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이 수업시간에 빈번하

게 일어날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교사의 교실토론을 장려하는 활동은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업활동 영역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식 교수활동

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싱가포르 8학년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

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

시키는 활동이나 법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학업성취도

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활동 중에서 싱가포

르 교사가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자주 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제를 완료하

였는지 점검하는 활동은 유의하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부적인 영향이 나타

났다. 한편 일본의 평가활동 중 교사가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학력향상 점검에 많은 중점을 둘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학생의 배경변수를 1수준에 투입하여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 수업 및 평

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른 변수가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8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적 지원이 많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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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될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정의적 

특성 중 수학과목에 대한 효능감은 3개국 공통적으로 수학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흥미는 싱가포르에서만 유의

하였고, 가치인식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 수학 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보

였다. 다음으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는 앞서 살펴보았던 1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는 2단계 모형에서도 변함없이 유의하

였으나, 학생수준 통제변수가 투입됨으로써 회귀계수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작아져 그 효과는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학생수준의 변수는 앞

서 살펴본 2단계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최종모형에 새롭게 투입된 

교사의 배경변수 중 일본 교사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정적

인 영향을 보였고, 싱가포르 교사의 대학전공이 수학 혹은 수학교육인 경

우 다른 전공의 교사보다 수학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의 경우 다른 동료교사와 교류를 많이 할

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싱가포르 교사는 

교수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는 모형2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했던 변수 중 일부 변수는 다소 효과가 줄어들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전 모형에서 유

의했던 일본 교사의 교실토론을 장려하는 활동의 경우 최종모형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변수는 앞서 표에 나

타난 것과 같이 최종모형에서는 다소 회귀계수가 줄어들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교사의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

차를 정하는 활동, 싱가포르 교사의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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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설명식 교수활동, 수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 법

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활

동, 그리고 일본 교사가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학력향

상 점검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변수 모두 각 국가의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싱가포르 교사, 그리고 일본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활동의 중학교 2학년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나 부

분적으로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Hao & 

Johnson, 2013; Liang, 2010; 손원숙 외,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

인 분석 대상국별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의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과 교사의 설명

식 교수활동은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수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과 법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은 

수학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수학 

교과서는 각 학습내용에 대한 명료한 개념 및 원리와 문제를 담고 있다(이

형주, 2017).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습득

한 후, 교사와 함께 교과서에 실린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와 달리 연습문제가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학생들은 수학교과 

학습에 있어 교과서 의존도가 높다고 한다(이형주, 2017). 따라서 싱가포르 

교사는 학생들의 실생활에 연결하여 예시를 설명하는 것 보다 교과서에 



- 68 -

나와있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요컨대 싱가포르의 수학과목에 대한 수업활동은 일상생활에 대한 예

시나 단순 암기활동보다 교사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이루

어지며 이후, 학생들은 교사와 교과서에 실린 문제를 푸는 활동을 통해 배

운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과 교사의 설명식 교수활동은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수업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활동과 법칙 및 절차를 암기하는 활동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인 결과는 현재 싱가포르 수학 교육과정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국 중 유일하게 숙제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는 싱가포르

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교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자주 할수록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숙제를 완료하였는지 

점검하는 활동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숙제를 완료하였는지 점검하는 활동보다 숙제에 대한 구체

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

구(노현종, 손원숙, 2015; Bangert-Drowns et al., 1991; Hattie & Timperley,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숙제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는 것 보다 교사가 학생의 숙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

해 주는 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형성평가의 시행이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

라와 일본에서는 피드백 제공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못

하였지만 형성평가 및 수업 및 평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싱

가포르의 8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나온 논의와 통합하여 살펴보면, 싱가포

르의 수업 및 평가활동은 교사의 개념, 원리를 위주로 한 설명식 교수활동

과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함께 푸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에 따른 숙제는 단순히 완료하였는지 점검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피드백을 



- 69 -

제공해주는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싱가포르의 수업 및 평가활동은 추후 우리나라 교

사의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이 

수업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와 일본

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싱가포르의 교사들보다 학생이 문제의 해결절차

를 정하는 활동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이 변수는 다른 수업 및 평가활동 변수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

라 교사가 가장 많이 실시하고, 그 다음 일본 교사, 싱가포르 교사가 상대

적으로 낮게 실시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 변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성질 및 방법을 찾는 문제해결력

을 강조(방정숙 외, 2015)하고 있는 교육현황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해결방

법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혹

은 수학적 능력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진호 외, 2010; 이응석, 김

진호, 2016)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학 수업에서 문제 

해결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혹은 모둠별로 

고민을 통해 문제의 해결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싱가포르의 교실 내 문제를 푸는 활동은 우리

나라와 일본과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교사

의 경우 문제를 푸는 활동은 교과서에 의존도가 높고, 수업시간에 교사와 

함께 풀기 때문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해결절차를 정하는 활동이 상대적으

로 적게 이루어지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싱가포르 교사와는 다른 우리나라와 일본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추론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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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 교사의 평가활동 중 진행 중인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

를 학력향상 점검에 중점을 많이 둘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부

적인 영향을 보였다. 앞서 분석 대상국의 학생평가 개관에서 살펴보았듯

이, 일본 중학교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 단원별 학습목표에 맞

는 평가규준을 작성하고 학습경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중간·기

말고사 결과와 합산하여 학기말 혹은 학년말 성적표를 통하여 가정으로 

통보된다. 이러한 일본 교사의 평가활동은 수업시간 중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보다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평가활동을 

총괄적으로 최종성적에 반영하여 등급을 주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AoL)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성취가 높은 학생들보다 성취

가 낮은 학생들의 과제에 집중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

라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

적인 영향이 인과적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일본 교사의 평가 유형과 성취도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추

론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교실수준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

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싱가포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우리나라 교실수준의 분산비율은 다른 분석 국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교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수학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대부분 학생 개인배경변수를 통해 설명되기 때

문이다(김수진 외, 2013). 앞서 분석 대상국의 선정이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는 교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연수 활동과 지원을 제공하

며 내용 측면에서 개정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하고,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새 교육과정의 요소 및 교과 내용에 따른 

교수 방법의 사례를 설명 등으로 시행하여 교사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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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호 외, 2015). 또한 교사에 대한 장학지원 시스템을 학교 내·외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장학의 목적은 평가가 아닌 환

류(feedback)에 있어 교사의 주체적 관심과 동기 부여를 통해 교사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근호 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

포르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와 일본 교사는 싱가포르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기 때문에 유의한 변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

후 우리나라에서 교사의 교실평가활동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맞추어 이루어지는 교사 교육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현재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수업에서 강조되어

야 할 새 교육과정의 요소 및 교과 내용에 따른 교수 방법의 사례를 설명

하는 등의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및 지원을 통해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요컨대, 이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및 

평가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활동이 아닌 연결되어 있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또한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우리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 간 

수업 및 평가활동 효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 평가활동과 관련된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업 

및 평가활동이 중학교 2학년(8학년)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고, 그 영향은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교사의 수업 및 평가활동은 수업활동과 더불어 주로 

학생이 제출한 숙제를 완료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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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성적에 반영하는데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는 시험 후 진행되는 별개의 활동 혹은 총괄적으로 

성적에 반영하는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AoL)가 아니라 수업과정에 통합된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AfL)의 관점에서 구성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성평가와 교사 교육 및 지원정책이 우수한 

싱가포르의 교육평가 정책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 수업 및 평가활동 개선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수업활

동의 영향 역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수업활동은 수업 중 평가의 실행

과 더불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업을 고쳐나

가면서 학생들의 학습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Black & William, 

1998; Crooks, 1988) 되고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업

활동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수업 및 평가활동 발전도 함께 이루어 질 것

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활동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지

만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업 및 평가활동의 현황 점검 및 효율적인 

실제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국제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International Large-Scale Assessment Data)를 활용한 연구 중에는 측

정 유의값(PV)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5개의 측정 유의값을 각각의 종

속변수로 활용하거나, 측정 유의값 5개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어 가설 검증의 엄

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 혹은 

각 국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5개의 측정 유의값, 학생 최종 가

중치, 반복가중치(replicate weight) 등을 고려해야 보다 엄밀한 연구가 가

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 유의값 5개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으나, TIMSS는 PISA와 다르게 반복가중치를 기본 자료에서 제공해주지 않

기 때문에 반복가중치를 연구에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IEA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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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 Analyzer(Foy, 2017)를 통해 분석하거나, R 패키지(BIFIE, 2016; Caro, 

& Biecek, 2016)를 통해 반복가중치를 생성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유의값, 가중치와 더불어 반복가중치

를 분석에 활용하여 보다 엄밀한 추정을 통해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가용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여 2수준 

표본 크기에 비례한 통제변수와 예측변수를 투입하여야 했기 때문에 문항

의 수를 제한하여 투입하는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지적 성취나 다양한 평가활동 등 복합적인 정의적 

특성 등을 통제한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복합적

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수업 및 평가활동의 활동을 살펴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 및 평가활동의 위계적 자료 속성을 반영한 2수

준 다층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층분석은 학생들의 상호의존성

을 각 학교의 무선효과를 통해 분석에 반영하고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모두 분석단위로 삼게 되어 단층자료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업 및 평가활동 등의 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학생이 학교 혹은 학급에 내재되어있는 

자료 특성과 더불어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

는 다층구조방정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층구조

방정식을 활용하여 다층 자료 속성과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함께 고려

하여 분석한다면 수업 및 평가활동의 효과를 보다 통제된 설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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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effect

of classroom assessment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Recently,

education evaluations has expanded its meaning from summative

evaluation to assessments that occurs throughout school curriculum.

This dissertation intended to examine the impact of classroom

assessment on academic achievement in terms of assess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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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fL), which describes such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to instructional activities. Also, the 2015 School

Curriculum Revision which was currently conducted in Korea, requires

change in classroom assessment from classroom instruction and

assessment of learning (AoL) to students’ participating classroom and

assessment that are connected to such classroom activities. The request

for classroom assessment improvement and the limited studies that had

been conducted in Korea for effect of classroom assessment calls

necessity for this research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lassroom

assessment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research had formulat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the classroom assessment of

the Korean teachers in affects 8th grade students’ achievement?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in classroom assessme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Korea, Singapore and Japan? To reveal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analyzed the impact of the teachers’

classroom assessment on 8th grader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by comparing TIMSS 2015 Korea, Singapore and Japan

data. The 2-level multilevel model was designed and variables was

input in each phase to explore the effect of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 research results were

compared by Korea, Singapore and Japan to present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eaching methods related to classroom assessment in

Korean school education field.

After the analysis based upon above methodology and datase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variance proportion of classroom levels to th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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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achievement were 9.97% for Korea, 77.09% for Singapore

and 18.63% for Japan. The result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student math achievement from teachers’ classroom assessment in each

country. Also, the classroom level variance of Singapore had been

estimated exceedingly, which could imply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ingaporean students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teachers' classroom assessm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ngaporean teachers’ explanation

based instruction had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but

the act of memorizing rules and concepts of math and relating class

content to the student's daily lif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act of giving corrective feedback on the homework

had positive effect on Singaporea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act of checking homework whether homework had been completed

had negative effect bu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lassroom assessment in Singapore guided by the explaining the

concepts of mathematical content and providing individual feedback on

homework by teachers has been implied by the research result that it

helped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Thus, the classroom

assessment activity in Singapore could prese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lassroom assessment of Korea.

Third, the Korean and Japanese asking students to decide their

solution procedures for the math problems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 With the result, it could

be implied students learning by themselves and thinking over how to

solve the problem by themselves or by group had helped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stead of teaching them how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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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However, a clear inferenc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room assessment of Korea and Japan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continuous studies.

Forth, the Japanese teachers’ the emphasis on assessment of the

students’ ongoing work showed a negative effect on the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 Such assessment activities of the Japanese

teachers are closely rated to summative evaluation which summarized

all the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to final, rather than assessment

for learning which may have negatively affected students. However, a

clear inference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assessment activities of the Japanese teacher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should be identified by subsequent studies.

This research has its significance in finding impact of classroom

evalua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which the classroom assessment

is integrated with instructional activities in the view of assessment for

learning. Also, the research had raise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of

classroom assessment and the instructional methods effectiveness in

Korea by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of Singapore and Japan.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is research had carried out the

analysis with all five plausible values, but the replication weights had

not been considered due to the different data structure of TIMSS and

PISA. If the researcher wish to use replication weights from TIMSS

data, it was necessary to conduct the analysis using other programs.

Therefore, further researches need to use all of plausible values,

weighting, and replication weights with respect for more precise

estimation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lassroom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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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Second, the research had conducted exploratory studies with

limitation on the number of questions and variables based on data

availability. The follow-up studies will nee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through more sophisticated research

designs with the control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such as

cognitive achievements or various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Lastly, the follow-up studies should use research design with a

controlled methods, such as a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SEM),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effects of classroom

assessment activities with consideration of a nested data structure and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keywords : classroom assessment, comparative analysis,

multilevel models, hierarchical linear models, math achievement,

TIM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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