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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

져 있지만, 수업참여로 인해 촉발되어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

학습이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학습이 평가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학습이 평가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학습을 위한 평가’가 교육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함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들이

다양한 유형의 평가나 평가를 주관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일한 평가가 시행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그것이 차별적인 교육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그

들의 학습을 이끄는 구체적인 양상을 포착하고 그러한 학습이 무

엇에 의해 활성화되어 무엇에 기여하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을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에 의해 활성화되어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지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

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평가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

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평가주도학습을 이행함으로써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 ii -

같은 문제의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1.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평가주도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의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주도학습

이 매개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측정 도구로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개발하였다. ‘수업참여 척도’는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하위영역별로 5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

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하위영

역별로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한 척도들

은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전문가협의회, 예비검사 등을 거쳐 완

성하였고,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가 모두 양호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

년 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약 20주간 실시

되는 2학기 수업의 1/5 시점에 ‘수업참여 척도’를 사용하여 수업참

여를 측정하였고, 3/5 시점에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

주도학습을 측정하였으며, 5/5 시점에 주요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지필고사(기말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수집하

여 학업성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 및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업참여, 평가주

도학습,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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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은 .4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1). 수업참여와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03, 영어 교과에서 .390, 수학 교과에서 .345, 사회 교과에서 .343,

과학 교과에서 .395로 나타났다. 수업참여의 하위영역별로는 ‘정의

적 참여’보다 ‘인지적 참여’가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수업참여가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형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5), 표준화계수는

전체에서 .280, 국어 교과에서 .250, 영어 교과에서 .337, 수학 교과

에서 .425, 과학 교과에서 .459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 교과에서의

해당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업참여는 평가주도학습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상관은 .578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1). 평가주도학습의 하위영역별로는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가치 인식’의 순으로 수업참여와 높

은 상관을 보였다. 나아가 ‘평가 요구 이행’과 ‘평가 결과 활용’은

‘인지적 참여’와, ‘평가 가치 인식’은 ‘정의적 참여’와 상대적으로 높

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수

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

형과 교과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표준화계수

는 .751~.761 수준이었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평가주도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425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1). 평가주도학습과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00, 영어 교과에서 .380, 수학 교과에서 .343, 사회

교과에서 .345, 과학 교과에서 .358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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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역별로는 ‘평가 가치 인식’이나 ‘평가 결과 활용’보다 ‘평가 요

구 이행’이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형과 모든 교과별 모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p<.05), 표준화계수는 전체 모형에서 .327, 국어

교과에서 .412, 영어 교과에서 .257, 수학 교과에서 .360, 사회 교과

에서 .535, 과학 교과에서 .248로 나타났다.

넷째,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추정된 직접효과(수업참여→학업성

취)와 간접효과(수업참여→평가주도학습→학업성취)의 통계적 유의

성을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으로 확인하였

다. 직접효과는 전체 모형과 영어, 수학, 과학 교과 모형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p<.05), 간접효과는 전체 모형과 국어, 영어, 수

학, 사회 교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결론적으

로, 전체 모형에서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참여의 총 효과의 46.8%를 차지하였다. 교과별로

는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영어와 수학 교과에

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과학 교과에서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총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가주도학습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난 국어와 사회 교과

에서 각각 55.4%, 73.2%, 평가주도학습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 각각 36.8%, 39.1%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는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업참여

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주도학습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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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학업성취라는 교

육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평가를 매개로 한 학생과 교사

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

로, 학습자는 평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평가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맞춤형 피드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어 :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구조방정식모형

학 번 : 2017-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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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

업참여가 학교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유신복, 신이나,

2015; 2017; 유지혜, 2015).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격

려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도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종아,

소경희, 2017). 선행 연구들에서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다른 변인들의 영향

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종렬,

2014; 김종백, 김남희, 2014; 송재홍 외, 2014; 하창순 외, 2006).

하지만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mechanism)나 과

정(process)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수업참여가 직접적

으로 학업성취의 향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업참여가 유발하는 전

략적인 학습이 누적하여 학업성취의 향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노원경, 2009; 소연희, 2011; 지은림, 양명희, 정윤선, 2011), 수업참여로

인해 촉진되고 학업성취의 향상에 기여하는 학습이 어떠한 양태의 것인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

황에서는 수업과 그것을 학업성취로 연결하는 학습이 모두 평가의 영향

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조

정하고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는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박정,

2017b). 따라서 수업참여로 인해 촉진되고 학업성취의 향상에 기여하는

학습은 평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평가는 고부담(high-stakes)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학생

들 대부분은 평가를 염두에 둔 채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그들의 학습은 그 내용과 방식이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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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학습하지 않고, 교사가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관찰하는 것을 학습한다(곽병선, 1998; Dochy

& McDowell, 1997; Gibbs & Simpson, 2005; Madaus et al., 2009;

McLachlan, 2006; Miller & Parlett, 1974; Snyder, 1970).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그것이 유발하는 학습이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상이다. 그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평가의 개혁을 지렛대 삼아 교육의

개혁을 달성하려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데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도입되어 2000년대에 걸쳐 확산된 수

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를 시작으로, 최근의 교육평가 패러다임

을 주도하고 있는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

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형성평가, 과정중심평가, 수업연

계평가, 역량평가 등은 모두 수업과 학습이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평가를 교육의 개선 혹은 개혁을 위한 도

구로 활용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확산되었다(김나영, 2017; 박

정, 2017a; 백순근, 1998; 백순근 외, 2017; 심규남, 2017). 이러한 정책적

시도들은 진단, 형성, 총괄과 함께 평가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권장

(encouragement)’ 혹은 ‘강조(signification)’의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 평

가의 권장적 기능은 평가가 교육이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백순근, 2009; Wilson, 2018). 따라서

수업과 학습에 대해 평가가 권장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평가가

수업과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과 학습에 대한 평가의 권장적 기능은 교육 정책

에 대한 논의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면서 교육 연구에서는 거

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곽병선, 1998; Wilson, 2018). 평가의 변화로 인

한 수업과 학습의 변화를 의도하면서도, 수업과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습은 평가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다(Lynam & Cachi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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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평가가 교육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이

평가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진정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협한다

고 여기는 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Black, 2015). 교육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평가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보편

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랜 기간 평가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 여부를 확

인하는 선택형 및 단답형 문항들로 구성된 지필고사 형태로 시행되었고,

그러한 평가는 수업과 학습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안내하지 못한다고

여겨져 왔기에 연구의 주제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

래서 평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수업과 학습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형성평가와 동료평가

등 새로운 형태의 평가가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김민정, 2005; 박종윤, 남정희, 유희선, 2000).

오늘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들(지필고사, 수행평가 등)도 여

전히 그것이 수업과 학습을 방해하거나 왜곡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평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부정적이기만

한지 여부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까지 교사가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평가가 수업과 학습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학생들이 평가를 염두에 둔

채로 수업과 학습에 임하는 양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학업성취와 같은 교

육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거의 없

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확산으로 학생을 수업과

학습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었으나 학생을 평가의 주체로까지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낯설기 때문이다(함은혜, 2018; Struyven et al.,

2005). 지금까지 선행 연구는 대부분 평가를 시행하는 교사의 인식, 역

할, 전문성에 주목해왔고(박은아, 서민희, 2016; 심규남, 2017; 장재혁 외,

2015; 조수영, 2017),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선행 연

구들은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수행평가라는 특정 유형의

평가에 제한적이었다(김진수, 김석우, 2008; 임은화, 안경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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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

천은 차별적인 평가의 효과를 유발하고(Lee, Beatty & Feldman, 2012),

‘학습을 위한 평가’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작용한다(Heitink et

al., 2016). 이에 따라,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천이 수업참여 및

학업성취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양상과 그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노현종과 손원숙(2018)이 초등학생의 평가

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했고, 조영민과 손원숙(2018)이 해외

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평가에 대한 국내 고등학생의 태도를 측정

하였다. 함은혜(2018)는 평가를 형성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범대학생

의 태도를 측정하고 그와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하지

만 이 연구들은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그들의 수업참여 및 학습

과 결부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초래된 이유는 이 연구들이 학생들에게 평가 딜레마에 대한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신 일반적인 평가 상황에 대한 학생들

의 반응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Elwood et al., 2017).

하지만 평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교

육에 대한 평가의 권장적 기능이 의도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도와 다

르게 구현되고 있다면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기 어렵다. 평가의 권장적 기능은 평가가 학습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그 학습이 학습 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실현된다.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교육평가 정책을 효과

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생들이 의식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평

가와 관련지으며 운영하는 ‘평가주도학습(assessment-oriented learning)’

에 주목하였다. 평가주도학습은 평가 요구(assessment needs)를 이해하

고 수용하여 그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인 행위이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학습’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배움을 저

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학습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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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목표지향적 학습으로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원효헌, 이원석, 2013; Lee, Sheldon & Turban,

2003; Senko & Harackiewicz, 2005; Senko & Miles, 2008).

이때 평가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은 평가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교사가 의도하는 평가의 목적, 내용, 방식, 기준을 직·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후속적으로는 그 평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 곧 평가주도학습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학업성취의 향상을 달

성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평가의 요구에 대한 학생의 이해 및 수용과 그것이

학습 전략의 수립 및 실행으로 이어지는 정도, 곧 평가주도학습이 수업

참여로 인해 촉진되고 강화되어 학업성취로 대표되는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평가주도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의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주도학습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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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업참여

가. 수업참여의 개념

‘수업참여(class participation)’, ‘학업참여(academic engagement)’, 또

는 수업에 대한 ‘학생참여(student engagement)’는 학업성취는 물론 학

생들의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과 논리적 및 경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주요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중

요한 교육목표이다. 낮은 수준의 수업참여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마찰을 일으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최희철 외, 2011),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기능적(dysfunctional) 행동을 유발

하며, 이로 인해 일부는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Finn, 1993; Newmann,

1992; Marks, 2000).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참

여는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업참여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Marks, 2000).

수업참여의 정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점차 확대되

었다. 즉, 수업참여 개념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

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김태영, 2006).

추헌택과 손원숙(2011)은 학습에 대한 ‘참여’가 학습을 유발하는 ‘동기’

와 학습에 빠져드는 ‘몰입’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특히, 학습에 대한 ‘참여’와 ‘몰입’은 혼용되거나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참여’는 비교적 폭넓은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마

음의 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몰입’은 특정한 영역에 대한 단기간 동안

의 최적의 경험을 일컫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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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로, 김윤용, 김석우, 구경호(2017)는 고등학생의 학습몰입이 명확

한 목표의식, 즉각적 피드백, 도전과 기능의 균형, 과제에 대한 집중, 행

동과 의식의 일치,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통제감, 자기목적적

경험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수업참여’와 달리 ‘학습몰입’은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에게 한정적으로 적

용 가능한 심도 있고 높은 수준의 참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수업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수업참여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 이해, 지식이나 기술의 숙달을 위한 심리적인

투자와 노력’(Newmann, 1992), ‘학생이 학습을 위해 소요하는 심리적인

과정,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관심, 흥미, 투자, 노력’(Marks, 2000), ‘학습

하고자 하는 학생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

로 행하는 수업 활동의 일체’(송현정, 2012), ‘학생의 수업 전, 중, 후 활

동의 적절성 및 적극성의 정도와 수업에 대한 정의적 유대감 및 애착의

정도’(김태영, 2006), ‘학생들이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을 위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보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반응의 정도’(신안나, 2013), ‘학생들이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석

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제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

도’(남나라, 2012)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업참여를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적극적인 관여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이종아, 소경희, 2017).

이들을 종합하면 수업참여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업활동과 관련

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반응, 투자, 노력, 상호작

용을 의미하며, 수업참여의 시점은 수업 중으로 국한되지 않고 수업 전

의 예습이나 수업 후의 복습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수업참여의 구성요인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수업참여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Ⅱ

-1> 참조). 수업참여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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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참여를 행동적, 정의적 참여로(Skinner et al., 2008), 나아가 인지

적, 정의적, 행동적 참여로 분류하게 되었다(Fredricks et al., 2005). ‘인

지적 참여’는 학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을,

‘정의적 참여’는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느끼는 기

분을, ‘행동적 참여’는 학생이 신체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노력을 의미한다(유신복, 신이나, 2015). 덧붙여,

수업참여의 유형은 높은 참여형, 정서적 결핍 참여형, 평균 참여형, 낮은

참여형, 인지적 결핍 참여형으로 나타났다(유신복, 신이나, 2017).

한편, 수업참여의 구성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여로 구분하는

전통적 이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Bandura(2006)는 인지적, 정

의적, 행동적 참여가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포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반면, 학습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

적인 참여의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습활동

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즉 수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형(modify)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때 학생들은 과

거에 발생한 수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다

가오는 수업의 내용과 그 수업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학생들이 무료함을 내비치고, 주의력이 산만하며, 노력하

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교사는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학생

들에 대한 지지의 수준을 낮추고 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반응을 보인다

(Pelletier, Séguin-Lévesque, & Legault, 2002).

이러한 맥락에서 Reeve와 Tseng(2011)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

여에 더해 ‘주체적 참여(agentic engagement)’를 수업참여의 네 번째 구

성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주체적 참여’는 수업의 흐름에 대한 학생의 구

성적(constructive) 기여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더욱 흥미롭고 풍부하게 만들거나(enrich), 학습할 내용에 대한 호불호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개인화하거나(personalize), 자신의 선

호를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자원이

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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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Schaufeli 외(2002)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참여를 ‘충만해 있

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인지적 및 정의적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교육

적 맥락에서 검토하여, 오늘날 널리 활용되는 ‘학업참여 척도(UWES-S: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학업참여는 열정, 헌신, 몰두의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고, 한국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판 학업참여 척도’를 타당화한 추

헌택과 손원숙(2011)은 그와 같은 요인구조가 한국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업참여를 ‘수업시간

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의적 반응’으로 정

의하고, 그 하위영역을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로 설정하였다. 구체

적인 내용은 이 논문의 ‘Ⅳ. 연구 방법, 2. 측정 도구’ 부분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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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구성요인 내용

Rumberger

& Larson

(1998)

정의적 참여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

행동적 참여
성실한 출석, 준비물 지참, 교칙 준수,

과제 수행, 학교활동 참여

Schaufeli

et al.(2002)

열정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활력 (정신적

회복력, 투자의 의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인내와 지속 등)

헌신
목표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

중요성, 열정, 자신감, 도전

몰두 집중, 전념, 몰입, 행복감

Fredricks

et al.(2005)

인지적 참여

실수 점검, 평상시의 예·복습, 학업 관련

여가활동, 학업 관련 대화, 내용 이해를

위한 자기점검과 반복학습, 추가적 학습,

궁금증 해소를 위한 노력

정의적 참여 만족, 흥미, 재미, 관심, 행복

행동적 참여 교칙 준수, 주의 집중, 과제 완수

Skinner et

al.(2008)

정의적 참여
열정, 흥미, 즐거움, 만족,

자부심, 활력, 열의

행동적 참여
행동 개시, 노력 및 분투, 시도 및 인내,

높은 강도, 주의 및 집중, 몰입, 개입

<표 Ⅱ-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참여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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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구성요인 내용

Reeve &

Tseng

(2011)

인지적 참여 전략적 학습 전략 구사, 적극적 자기조절

정의적 참여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 흥미, 재미, 열정

행동적 참여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 노력, 인내

주체적 참여

선호와 의견의 표현, 질문, 교사에게

자신의 호불호와 관심사 전달, 수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김태영

(2006)

수업 전

참여

수업 관련 준비물과 교재 준비,

예습, 수업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

수업 중

참여

교사의 설명에 대한 집중, 토론·토의

활동에 대한 참여, 수업에 대한 흥미,

중요성 인식 등

수업 후

참여

주어진 과제 수행, 복습, 심화 활동 정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

신안나

(2013)

인지적 참여 자기조절 학습, 고차적 사고

정의적 참여
자신감, 흥미와 기대감,

학습내용에 대한 관심

행동적 참여
수업 전 준비, 의사표현,

주의집중, 수업 후 활동

<표 Ⅱ-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참여의 구성요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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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주도학습

가. 평가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

평가의 변화는 학습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예컨대 혁신적이

고 대안적인 참(authentic) 평가의 도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

여하고, 학습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여 학습에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며, 평가자로서의 교사와 피평가자로서의 학생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영향력을 발휘한다(Dochy & McDowell,

1997; Sambell & McDowell, 1998).

하지만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가 중요

하다고(count)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가 나름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을 제한

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히려 축소시키는 전통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학생의

역할을 보다 확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Moni et al., 2002).

마찬가지로, 정확히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닌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지

각이 그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평가의 의

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의 신념, 선호, 태

도, 경험, 동기, 관점 등을 기반으로 평가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수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평가라도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물론 학생들이 그것을 자신의 학습과 연관시키는 방식과 정도도 다양하

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동일한 평가 하에서도 서로 다른 학습을 경험

하게 된다(조영민, 손원숙, 2018; Brown & Hirschfeld, 2007; Entwistle,

1991; Entwistle & Entwistle, 1991; Moni et al., 2002; Ramsden, 1997;

Sambell & McDowell, 1998; Struyven et al., 2005).

Moni 외(2002)는 호주의 8학년 학생들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평가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태도, 믿음, 감정, 접근, 실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년 초에는 물론 학년 말에도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다양했다. 즉, 학생들은 학년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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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학년 말에 이르러 자신이 비로소 평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

지만, 사실상 평가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한 가지로 수렴되지 않았다. 한

편, Brookhart와 Bronowics(2003)는 미국의 3학년, 5학년, 9-12학년 학생

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한 가지로 수렴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평가 자체

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needs)와 관심(interests)을 중심으로

평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Moni 외(2002)와 Brookhart와

Bronowics(2003)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교실평가가 학생 수준에서만큼은 지극히 학

생 중심적(student-centered)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한다. 하나의 평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 수준(student-level)에서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매

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선호도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선호도는 평가가 자신의 성적을 향상

시켜줄 것으로, 혹은 자신의 학습을 증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향상되었다(Zeidner, 1987). 또한, 학생들은 고부담(high-stakes) 평가를

부정적으로, 저부담(low-stakes)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Hattie et

al., 2006; Moni et al., 2002; Walpole et al., 2005). 고부담 평가란 그 결

과가 학생의 이익과 불이익에 크게 작용하는 평가로,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파급력이 큰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에서 낮은 점

수나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가 학습을 방해한다고 인식했다(Hirschfeld & Brown, 2009). 한편, 평가

자체의 속성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해본 익숙한 평가를 긍

정적으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

향도 발견되었다(Blaikies et al., 2004, Moni et al., 2002).

최근 국내에서는 평가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현종과 손원숙(2018)은 초등

학생이 접근목표나 지능향상신념을 가질수록 평가에 대한 인지적 및 정

의적 태도가 긍정적이고, 회피목표나 지능 고정신념을 가질수록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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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함은혜(2018)는 평가

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평가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 그리

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실수에 대한

인식과 성취목표지향성(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을 탐색하였다. 연

구 결과, 첫째,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와 실수에 대한 고찰은 숙달접근

목표를 통해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둘째, 실수에 대한 부담은 평가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실수에 대한 도전적 태도는 숙달접근목표를

통해, 실수에 대한 부담은 수행접근목표를 통해, 실수에 대한 고찰은 숙

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욕구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평가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반을 포착한 선행 연구도 있었다. 평가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평가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음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오히

려 평가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음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평

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모두 높다는 사실도 이 점을 뒷

받침한다(노현종, 손원숙, 2018).

Zeidner(1992)는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학생들은 평가가 학생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요약이라고 생각하거나, 학

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거나, 교수(instruction)의 질

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거나,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Brown과

Hirschfeld (2007)는 뉴질랜드 고등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책무성,

학습향상, 부적절성, 유용성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책무성’은 평가가 학

교로 하여금 학생들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인식이고, ‘학습

향상’은 평가가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이며, ‘부적절성’은 평가가 불공

정하고 부정확하여 학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고, ‘유용성’은 평가가 타당

하고 신뢰로우며 자신의 학습에 유용하다는 인식이다.

Brown과 Wang (2013)이 홍콩 대학생들이 평가에 대해 가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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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image)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평가에 대해 부정적 감정(공포, 불안,

어두움 등)을 느끼거나, 긍정적 감정(자부심, 기쁨, 환희 등)을 느끼거나,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나, 일생동안 끝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점수라고 생각하거나,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평가에 대해 가지

는 이미지는 대학 이전의 학업적 수행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조영민과 손원숙(2018)은 Brown과 Hirschfeld(2007)가 구분한 평가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책무성, 학습향상, 부적절성, 유용성) 중에

서 책무성, 학습향상, 부적절성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활용하

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

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의 유형은 학습향상-책무성, 부적

절성-책무성, 부적절성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유형화

는 평가에 대한 여러 인식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학생들이 평가를

다차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함을 가정한다. 또한, 방인자와 천세영

(2011)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결과, ‘내신 등급 산출’(40%), ‘수업내용 학습 정도 확인’(23%), ‘학습

동기 유발’(13%), ‘문제풀이 연습’(10%), ‘수능시험 대비’(8%), ‘영어능력

향상’(6%) 순으로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최근에는 피드백(feedback)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확

대되고 있다(함은혜, 2018; Brookhart & Bronowicz, 2003; Brown &

Hirschfeld, 2007; Brown, Peterson & Yao, 2016; Harrison et al., 2016).

Brown 외(2016)는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인식(Students’ Conceptions of

Feedback, SCoF)이 자기조절,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크게 다섯 가

지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① 피드백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나

는 나의 발전을 돕기 위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는 다음

평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피드백을 활용한다’, ‘나는 내가 무엇

을 잘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을 참고한다’, ‘피드백은 내가 배우

고 공부하는 방식을 바꾼다’, ‘피드백은 내가 더 노력하게 만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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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수자/채점자로부터의 피드백이 분명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나

(‘교수자/채점자로부터의 피드백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교수자/채점자는 나에게 신뢰롭고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등), ③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나(‘나는 동료로

부터의 피드백을 신뢰한다’, ‘나는 나의 친구들이 나의 결과물에 대해 피

드백해줄 때 더 잘 배운다’, ‘나는 동료로부터 피드백 받을 것을 기대한

다’ 등), ④ 피드백으로부터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거나(‘부모의 기대보다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기대 혹은 요

구된 기준보다 잘 했으면 좋은 결과인 것이다’, ‘좋은 성적은 내가 원하

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다’ 등), ⑤ 피드백을 무시하였다(‘피드백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나쁜 성적이나 피드백은 무

시한다’ 등). 이때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은 자기조절, 학업적 자

기효능감,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 반면, 교수자, 채점자, 동료로

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학업성취와 부적

인 상관을 가졌다.

Harrison 외(2016)는 형성적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적인 태도를

촉진하는 평가 문화로서 학생의 주체성(agency)을 존중할 것, 진실성

(authenticity)과 연관성(relevance)이 확보된 평가를 실시할 것,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비계(scaffolding)를 제공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성적과 상대적인 서열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

한 외적 기준(reference)을 제공하긴 하지만 학습의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나. 학생이 학습을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양상

학생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나아가, 그에 기반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 자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김민정, 2005; 박종윤 외, 2000). 평가가 학습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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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역류효과(washback effect)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지칭되었

다. 역류효과는 평가가 학습 내용을 좁은 범위로 제한하고, 학습 깊이를

얕은 수준에 머물게 만들며, 학습 방법을 특정한 형태로 고정하는 등의

현상을 통칭한다(Elwood et al., 2017).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

은 평가라도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무척이나 다양하기 때문

에,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가 그들의 학습과 결부되는 방식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기대와는 달리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반드

시 학습효과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평가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반드시 학습효과의 저하로 이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Hattie et al., 2006).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의 개선을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양상은 그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관련성 속에

서 심도 있게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수행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Madaus 외(2009)는 고부담 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

하면서, 고부담 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는 것이 학생들의 주된 목표

가 되면서 학생들은 오로지 그 목표만을 겨냥한 학습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lwood 외(2017)는 고부담 시험이 학생

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생 수준에서 파악하는 작업이 아직까지 미비하

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평가에 대한 인식이 학습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듯이 역으

로 학습에 대한 접근도 평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Struyven 외

(2005)는 학습에 대해 피상적 접근(surface approach)을 취하는 학생은

평가를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으로 인식하고 평가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그치는 반면, 학습에 대해 심화적 접근(deep approach)

을 취하는 학생은 평가를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성과를 추구하였다.

Miller와 Parlett(1974)는 학생들이 평가의 보상 체제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그에 근거하여 학습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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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 그 정도에 따라 학생들을 ‘단서 탐색자(cue-seeker)’, ‘단서

의식자(cue-conscious)’, ‘단서 무관심자(cue-deaf)’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으로 ‘단서 탐색자’는 평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평가에서 출제자가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초점을 두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학습자를, ‘단서 무관심자’는 특정 내용과 방식의 평가

에 초점을 두는 것을 불안해하며 모든 가능성들에 대비하고자 하는 학습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학생에 따라 평가에 대한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평가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가 학생들에게 있어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예측 가능해야 하는지

는 논쟁적인 평가 딜레마이다. 먼저, 평가가 지나치게 예측 가능하면 학

습 부담과 스트레스는 경감되는 대신 교육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

까지 축소되고 교육현장에 평가만을 위한 피상적인 교수·학습이 만연하

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Elwood et al., 2017;

Lynam & Cachia, 2018). 그래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과 방식으로 평가

를 시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내용과 방식의 평가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있어 평가의 내용과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은, 그 평가가 학생들의 학습의 양과 질 혹은 그들의 시간과 노력의 배

분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처럼 학생(학습자)의 관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평가는 마찬가지로 교사

(평가자)의 관점에서도 평가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의도와 방향이 불명확한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ibbs & Simpson, 2005; Miller & Parlett, 1974).

이처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예측되지 않는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위험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평가의 내용과 방식이

학생들에게 있어 일정 수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평가의 요구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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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에 친숙해지기 위한 학습 전략을 취할수록 평가에 익숙하지 않

음(unfamiliarity)이 야기하는 오류는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평가의 양호

도는 개선된다. 둘째, 여러 교과에 응시하는 학생의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교육과정이 제시한 방대한 양의 내용과

기술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학습해야 하는지 감(grip)을 잡을

수 있다. 셋째, 시험의 양식, 채점 방식, 시험에서 요구되는 수행에 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일관되고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학

생들로 하여금 그 시험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준다. 대중적인 논의에서는 예측 가능한 내용과 방식의 평가가 기계

적인 암기(rote learning)를 유발한다고 여겨지지만, 학생들은 그 점을 인

정하면서도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암기 이상의

양과 질의 학습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도 높은 수준의 양과 질의 학습을 실행하고 있었다. 넷째, 예측 가능한

내용과 방식의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평가에 대한 만족

도를 증진시키고 학습에 대한 심화적 접근을 촉진한다(Elwood et al.,

2017; Lynam & Cachia, 2018).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의 부담은 학생이

실제로 수행하는 학습의 양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반드시 실제 학습 양

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함께한

다(Kember & Leung, 1998).

우리나라의 경우, 최선주(2013)가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 15명의 고등

학교 시절 학습유형을 분석한 결과, 철저히 평가에 밀착된 학습으로 입

시 경쟁에 몰두한 ‘몰입형’, 평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자신만의 학습을

병행한 ‘저항형’, 열심히 학습하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천재형’이

나타났고, 이들 각각의 유형에 8명, 4명, 3명이 해당되었다. 이들 중 ‘몰

입형’ 학습은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으로 명명되었다. 시험형 자기주도학

습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시경쟁체제에서 생성된 학습 유형으로, 주어

진 학습 목표와 학습내용이라는 맥락에서 형성되어 해당 학습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즉 해당 학습내용을 숙달하기 위해 미시적이고 방법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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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동한다. 최선주(2013)는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을 평가주도적이면서

동시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보았다. 즉,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이 교

사에 대한 예속이 아닌 학생의 자기주도성의 발현이라고 보았다. 그 이

유는, 학생이 교사의 출제의도와 사고방식을 간파하고 그에 자신의 학습

전략과 사고방식을 일치시키는 행위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평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학습에 반영하는 정

도는 다양하다. 그 차이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평가의 요구를 안내하는

방식과 정도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지만(Sambell & McDowell, 1998),

교사의 안내와 무관하게 학생 개개인은 제각각의 기준으로 주체적으로

평가의 요구를 해석하고 수용하여 학습에 반영한다는 주장이 경험적 근

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Brookhart & Bronowics, 2003; Elwood et al.,

2017; Gibbs & Simpson, 2005; Moni et al.,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동일한 교사의 안내를 받는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수준의 평가주도학습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다. 평가주도학습의 개념

앞에서 ‘학생이 학습을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았듯이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습이 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과 수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은 잠재적 교육과정

(hidden curriculum)의 일환으로 평가가 학습을 주도하는 양상을 분석하

거나(Bergenhenegouwen, 1987; Elwood et al., 2017; Madaus et al.,

1991; Miller & Parlett, 1974; Sambell & McDowell, 1998; Snyder,

1970; Wormald et al., 2009), 새로운 평가의 도입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거나(Blaikie et al., 2004; Zeidner, 1987), 평가를 활용하여 학

습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Brookhart, 1997, Davies

& LeMahieu, 2003; Dochy & McDowell, 1997; Falchikov, 2005; Gibbs

& Simpson, 2005; Kromann et al., 2009; Larsen et al., 2008; Mc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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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McLachlan, 2006; Rust et al., 2003; Thompson et al.,

2016; Wahlstrom & Boersma, 1968; Wolf, 1992; Wood, 2009).

하지만 아직까지 평가가 주도하는 학습을 ‘평가주도학습(assessment-

oriented learning)’과 같은 용어로 개념화하고 그것의 교육적 효과를 파

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을 평가의 주체로 바라보

는 시각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학생들

을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지하면서도 그들을 평가의 주체로는 여기

지 않는다. 평가의 주체는 교사이고 학생은 평가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 내용, 방식, 기준과 그에 대비하

기 위한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교사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 학생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거나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평가의 요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에 대한 정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 의해 최대한 공유될 필요가 있다. 평가와 학습에 대

한 교사와 학생의 합치된 이해는 교사를 유능한 교수자로 만들고 학생을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수업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와 학생은 학습의 방향과 과정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는 주체

가 된다(박정, 2017b; Brookhart, Moss & Long, 2008). 전통적으로 평가

에 대한 학생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어 이해되었는데, 최근에는 평가를

통해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 학생 스스로가 평가에 대한 통제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주체성(agency)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함은혜, 2018; Harrison et al., 2016).

따라서 이 연구는 평가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을 확장하여 이해하고자

‘평가주도학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평가주도학습은 학생이

평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학습을 실

행하며 평가 결과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의미하는 바를 이후의 학습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다. 즉, 평가주도학습은 평

가에 대한 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평가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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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학생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학생이 교

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평가를

주체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평가

를 자유롭게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의식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을 개념화

한 최선주(2013)가 이러한 행위를 ‘교사에 대한 예속’이 아닌 ‘자기주도성

의 발현’으로 간주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도 교사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학생의 노력으로서 평가주도학습이 자기주도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그

리고 이때 학생들에게 교사의 요구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바로 평가이다.

이 연구에서 평가주도학습은 ‘학생이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알

맞은 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노력’으로 정의된다. 이때 ‘평가의

요구’는 평가의 목적, 취지, 의도, 기준, 내용, 방식 등을 포함하며, ‘학습

전략’은 평가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학습에 있어서의 우선순

위도 높다고 여기고 그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래서 평가주도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은 교사의 평가 목표와 자신

의 학습의 목표를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평가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

천한다. 반면, 평가주도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은 교사의 평가 목표와 자

신의 학습의 목표를 밀접하게 연관시키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요구를 이

해하지 못하거나 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별도의 학습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로 느슨하게 학습한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습을 위한 평가, 시험주도학습, 시험촉진학습, 자기

주도학습, 시험 영리성, 시험형 자기주도학습 등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

진 개념들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1)

1) 이 연구는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유용한 변인으로서 ‘평가주도학

습’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평가에 의한, 평가에 대한, 평가를 위한 학습을 바

라보는 기존의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어조도 논의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표현한 ‘평가주도학습’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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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평가에 대한 논의에서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학

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지향평가(learning-

oriented assessment)’는 학습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평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평가주도학습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2). 그러나 이들은 학습을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있어서 관점을 달

리한다. ‘학습을 위한 평가’는 “교사”가 평가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시행

함에 따라 ‘학습을 위한 평가’가 구현된다고 보고, 평가주도학습은 “학

생”이 주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학습을 위해 평가를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

여야 비로소 ‘학습을 위한 평가’가 실제적으로 구현된다고 본다.

이처럼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학생의 노력으로 구현하는 평가주도학습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이유는 교사가 기존의 평가를 새로운 평

가로 교체하여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평가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및 교사의 변화와 함께

평가에 대한 학생의 태도, 인식, 학습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의도대로 교

육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학생의 태도,

인식, 학습의 변화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평가주도학습이다.

교사가 ‘학습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도 학생이 평가주도학습을 실천

하지 않으면, 교사가 의도한 변화가 실제 학습의 변화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평가주도학습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도학습을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학생은 기존의 평가와 새로운 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

하고 그에 비추어 자신의 학습 목표, 내용, 방법을 점검하여 유지할 부분

과 수정할 부분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반면, 평가주도학습을 낮은 수준으

로 수행하는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새로운 평가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평가에는 적절했으나 새로운 평가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한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2)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생의 현재 상태와 학생이 미래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

를 확인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서의 평가를 의미한다(조영민, 손원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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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Sambell과 McDowell(1998)은 영국의 한 학부 강좌에서 평가

방식을 전통적인 시험(closed-book exam)에서 에세이로 구성된 오픈 북

시험(open-book exam)으로 변경했을 때 학생들이 경험한 변화를 질적

으로 탐구했다. 먼저 고든(가명)은 기존 평가와 새로운 평가의 차이를 알

아채고 적극적으로 학습 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개념과 그것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

지는 의미에 주목했고, 시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관련 개념들을 서로 연

결시켜 기억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새로운 평가가 낯설었고, 그래서 혹여

나 자신이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는 않았을까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그

는 새로운 학습으로의 전환이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대조적

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인 산드라(가명)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기존

의 평가에 대비하던 방식 그대로 모든 내용을 암기했다. 오픈 북 시험이

라 하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일일이 책에서 찾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다. 그런 그녀에게 오픈 북 시험이란 외워야 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

을 의미할 뿐이었다. 에세이는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제시할 것

을 요구했고 그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횡설수설할까봐 자신의 경험을 꺼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에세이가 어

떻게 평가되는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느꼈다.

위 사례에서 평가주도학습에 능숙한 고든은 새로운 평가의 요구대로

자신의 학습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는 지식의 암기보다는 개념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고, 개념과 경험을 결부시켜 개념에 대한 개인적 의

미를 생성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새로운 평가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평

가의 변화가 의도하였던 학습의 변화를 스스로 구현해냈다. 대조적으로,

평가주도학습에 미숙한 산드라는 새로운 평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

들을 떠안았고,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경험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비교육

적인 경험들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Sadler(1989)는 총괄평가를 형성평가로 전환하기 위

해 평가의 결과로서 점수(mark)를 부여하는 대신 논평(comment)을 제공

하는 ‘숙달을 위한 채점(mastery grading)’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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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였다. 학생들은 단지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를 확인받기를 원했고, 이러한 기대는 점수를 부여받던 익숙한 방식의

유물(hangover)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는 자신의 능력이

고정적이어서 노력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책

임감 있는 학습자로의 성장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한 부적응과 그것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는 학생들이 평가주도학습에

미숙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워진 평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수용하여 자신의 학습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Sadler(1989)가 ‘숙달을 위한 채점’을 통

해 의도하였던 변화가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았을 것이다.

요컨대 교사에 의한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생에 의한 평가주도학습

이 함께 작용할 때에 비로소 ‘학습을 위한 평가’가 의도하였던 교육의 변

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가의 교육에 대한 ‘권장’이나 ‘강조’의

기능, 곧 평가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평가주도학습인 것이다. 특히, 평가가 변화하

는 상황 속에서 평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것을 자신의 학습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평가주도학습은, 학생 수준에서 평가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평가주도학습은 ‘학습을 위한 평가’에서 비교적 경시되었던 학생

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시험주도학습(test-directed learning)은 ‘시험(test)’이라는 특정

한 유형의 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이고, 평가주도학습은 시험을 비롯

한 다양한 유형의 ‘평가(assessment)’에 의해 주도되는 적응적인 학습이

다. 일반적으로 선택형 또는 단답형 문항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지필고사

(paper-and-pencil test)를 가리키는 ‘test’가 아닌 ‘assessment’로 평가주

도학습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는 지필고사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평가들의 활용이 확장되고 있고, 그

평가들은 단지 지필고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

문이다. 지필고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들은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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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나름의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필고사 외의 평가들을 형식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대안적인 방식의 평가들로 학습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서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험촉진학습(test-enhanced learning)은 시험을 실시하는 것 자

체가 학습을 유발한다는 시험효과(testing effect)에 근거하는 반면, 평가

주도학습은 평가와 학습을 연관시키는 학생의 주도적인 노력이 학습 목

표에의 달성을 돕는다는 학생효과(student effect)에 근거한다.

넷째,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평가주도학습은 학생 스

스로가 학습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평가주도학습은 그러한

자기주도학습이 평가에 의해, 평가에 대해, 평가를 위해 이루어지도록 학

습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평가로 설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기주도학습

은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학업성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아젠다를 파악하

고 자신의 아젠다를 그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Senko & Miles, 2008). 따라서 평가주도학습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습이 가지는 개인적 의미가 사회적 의미와 보다 일관되도록, 즉 개인

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의 간극이 점차 좁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시험 영리성(test-wiseness)은 평가 도중에 활용되는, 즉 시험

을 치르는 기술(test-taking skill)을 의미하는 반면, 평가주도학습은 시험

전과 후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유발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참고

로, 시험 영리성은 학생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의도로 평가

의 속성, 양식, 상황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예컨대 학생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정답을 추

측하거나, 정답을 연역적으로 추론하거나,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거나,

단서(cue)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 영리성은 출제

자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해치는, 따라서 제거되어야

마땅한 요인이고, 응시자에게 있어서는 평가에서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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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시험의 허점이다(박선영, 2014; 이영주, 2014;

Millman et al., 1965; Wahlstrom & Boersma, 1968).

여섯째,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은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소수의 학생

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자 우리나라 상황의 ‘내신’과 ‘수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평가에 오랜 시간 노출됨으로서 형성되는 일종의 습관이다(최선

주, 2013). 그와 대비적으로 평가주도학습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개념이자 다양한 평가들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평가주도학습의 수준에 있어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지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평가의 요구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지식에 대한 개념이 높은 차원에서 형성

되어 있는 학생은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식에 대한

개념이 낮은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학생은 평가에서 요구하는 수행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학습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가 어려울 것이다.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조영민, 손원

숙, 2018; Brown & Hirschfeld, 2007). 또한, 평가주도학습의 개인차는

학습자로서의 숙련도의 차이, 즉 학년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학습

에 숙련된 학생일수록, 즉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평가의 요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거나, 적어도 그 관심과 이해를 지각하고 보고할 수 있

다(Brookhart & Bronowics, 2003; Moni et al., 2002).

라. 평가주도학습의 특징

평가주도학습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평가주도학습은 학생 중심

의 능동적인 학습이고, 개별 맞춤형 학습이며, 전략적인 학습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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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학생들에게 평가의 요구, 곧 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평가주도학습에 대해 그것이 자기주도학습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자기주도학습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이라는 편협한 의미로 이해했을 때 발생하는 오해이다. 학

습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외적 자원과 자극을 배제하는 학습은 완전한

의미의 학습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학습자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소속되

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도 반드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학습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가 동료,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의미를 반

성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소경희, 1998).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인식의 타당성을 판단하

는 공적 기준으로서 사회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경희, 1997). 덧붙여,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도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재조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Baek, 1994),

Vygotsky도 ‘발달인접지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이론을 통해 인간의 지식과 인지의 발달이 자신보다 유능한 인간과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백순근, 1999).

2) 개별 맞춤형 학습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목표, 내용, 방

법, 절차 등이 학생 개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적응 검사(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와 같이 개별화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

되었으나, 이들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여건상의 제약이 많았다(백

순근, 1994; 2001; 2002). 이와 관련하여 평가주도학습은 학습의 개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된다. 별도의 도구나 장치가 없이도 평가주도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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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생 개개인은 맞춤형 학습을 실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평가주도학습에 성

공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평

가주도학습에 실패한 것도 아니다.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모두

자신의 학습을 돕는 방식으로 평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학습을 운영해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평가주도학습이다. 학업성취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평가가 학습을 견인하고 그 결과로서 학습이 평가를 견인하여 개선과 향

상이 달성되었다면, 그 학생은 평가주도학습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

는 지점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어느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가 자

신의 수준에서 최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종아, 소경희, 2017). 평가주도학습도 평가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각

자의 수준에서 평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의를 갖는

다. 더 이상 평가가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에게만 유의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전략적인 학습

평가주도학습은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겨냥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인 학습이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과

자원을 고려한다면, 평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택적으로 학습을 운

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접근은 피상적 접근(surface approach), 심화적

접근(deep approach),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학습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은, 최고의 점수를 얻

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시간을 조직하고 노력

을 배분하며, 학습을 위한 조건과 자료가 적절하도록 확실히 하고,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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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과 예상 문제들을 활용하며, 채점 기준(marking scheme)에 대한

단서(cue)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ntwistle, 1987).

학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즉 학습 전략을 효율적으로 발휘함

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임을 깨닫는

다(김성앙, 조규판, 2018). 이와 관련하여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초인지적, 동기

적, 행동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Zimmerman, 1989). 물론,

학생이 처한 상황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가장 효

율적인 학습 전략은 다를 수 있다(김은정, 2012).

반면, 학습 전략의 부재는 학습의 ‘해체(disorganization)’라고 불린다.

해체된 학습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해당 학생이 학습에 대해 구조화되

고 조직화된 접근을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습 전략이 해체된 학생은 지나친 혼란에 휩싸여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고, 결국 수행에 대한 불안 고조, 수업 내용

에 대한 흥미 저하, 낮은 성취도 등을 보인다(Elliot, McGregor & Gable,

1999; Senko & Miles, 2008).

바. 평가주도학습의 구성요인

먼저,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평가주도학습 관련 구성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학습을 위한 평가’의 실천 원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

다(함은혜, 2018). 첫째, 평가 설계의 측면에서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학

생이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과 역량을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평가 시행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평가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풍부한 피드

백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들의 현재 학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안내해야 한다.

유사하게 Carless(2015)는 ‘학습을 위한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

합하여 ‘학습지향평가(learning-oriented assessment)’의 구성요인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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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학습지향평가는 학습지향적 평가 과제, 학생의 자

기평가적(self-evaluative) 전문성 및 역량 개발,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참여로 실현된다. 각 요소에서는 ‘해당 학문 분야의 사고 및 실천 방식

(Ways of Thinking and Practicing in the discipline, WTP)’을 촉진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양질의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며, ‘당일의 피드백(same day feedback)’을 통해 학생들과 적시의 대

화를 나눌 것이 권장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을 위한 평가’(또는 ‘학습지향평가’)는

평가 시행과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그 구성요인으로 포

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학생참여는 평가 자체 혹은 평가를 주관하

는 교사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의 관

점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의 구성요인을 서술하는 시도가 가능하다. ‘학

습을 위한 평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은 평가의 내용과 방법으로부터

자신이 학습해야 하는 내용과 역량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평가 시행의

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가 결과로부터 현재 학습 상

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처럼 ‘학습을 위한 평가’를 구현해내기 위한 평가 자체 혹은 평가를

시행하는 교사의 역할을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치환하는 일은, 평가나 교사의 변화에 학생들의 변화가 수반되

어야 비로소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일이다.

한편, Black과 Wiliam(1998)은 형성평가 속에서 학습자의 활동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학습자는 먼저 요구되는 목표와 자신의 현

재 상태 간의 간극을 지각하고, 다음으로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을 취한다. 즉, 평가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해석하여 수용하고, 그것

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간극에 대한 정보(메시지)는

학습자 자신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교사에 의해 파악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생성되던 간에, 그 정보가 학습자에 의해 지

각되는 방식, 그 지각이 특정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그

행동이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이어지지 않는 방식들은 복잡하게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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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의 행동은 다양한 방식, 체제(regime),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학습 목표에 대한 신념, 평가에 반응하는

능력, 반응하는 방식에 수반되는 위험, 학습활동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Elwood 외(2017)는 시험의 예측가능성이 평가 형식, 채점 방식, 요구

되는 수행 유형, 지원되는 자료(support materials), 평가 환경, 출제 범

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학생이 평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평

가의 본질(nature), 평가 요소별 가중치, 문제 유형을 알고, 평가에서의

수행이 채점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알고, 평가에서 요구되는 반응이 무엇

인지 알고, 기출 문제, 모범 답안, 평가위원회로부터 제공되는 보조 자료

(advisory material), 관련 교재 등을 제공받으며, 평가가 어떠한 환경에

서 치러지는지 알고, 평가되는 주제를 아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평가주도학습 관련 구성요인

들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김진수와 김석우(2008)는 수학 수행

평가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세 개 영역으로 구

성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은 수행평가의 필요성

이해, 취지 이해, 해결 의지, 학습에의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수행평가 실태와 문제점’은 수행평가의 실현성, 지속성, 학습자

에 대한 존중 정도,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피드백 여부, 확대 실시 희

망 여부, 부담감, 형식성, 내신 성적에의 영향, 채점 방식 등을 묻는 문항

들로 구성되었다. ‘수행평가로 인한 변화’는 공부시간, 학습에 대한 흥미,

실력, 교사의 지도방법, 학원수강, 학부모의 관심, 학습 성향, 학급 분위

기, 교우관계의 변화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최선주(2013)는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이 공부의 계량화, 타자와의 일치

화, 순치된 주체화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시험형 자기주도학습자

는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얻고, 출제

자인 교사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지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억압

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임은화와 안경자(2015)는 영어 수행평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해 평가의 정의적·인지적·문화적 교육목표 구현의 유용성, 말하



- 33 -

기·듣기·읽기·쓰기에 대한 평가의 타당도, 평가의 신뢰도(채점 기준의 안

내, 절차 및 유의사항의 안내, 채점의 공정성 및 신뢰성), 내용과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과의 연계성, 운영의 적절성(곤란도, 실시 횟수, 부담 정

도), 결과의 활용성(보충심화 학습이 필요한 부분 파악, 교수·학습 방법

의 수정)을 묻는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노현종과 손원숙(2018)은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

지적 및 정의적 태도 척도(Students’ Attitude Toward Assessment -

Questionnaire, SATA-Q)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인지적 태도는 평가

에 대한 기대와 가치(평가의 중요성, 유용성, 필요성, 책무성, 평가를 통

한 학습개선의 신념)로, 정의적 태도는 평가에 대한 긍정적 정서(흥미,

즐거움, 희망)와 부정적 정서(불안감, 부담감, 수치심, 절망감)로 개념화

되었다.

함은혜(2018)는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실평가에 대한 태도를 ‘교실에서의 평가가 학습에 유용하다고 인

식하고 평가로부터 유용한 정보(피드백)를 얻고자 하는 의도와 욕구’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평가가 학습을 돕는다는 인식, 평가가 학습을 방해한다는 인

식,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요인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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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연구) 구성요인 내용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과 변화

(김진수, 김석우,

2008)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수행평가의 필요성 이해, 취지 이해,

해결 의지, 학습에의 도움 정도

수행평가

실태와

문제점

수행평가의 실현성, 지속성, 학습자에

대한 존중 정도,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피드백 여부, 확대 실시 희망 여부,

부담감, 형식성, 내신 성적에의 영향,

채점 방식

수행평가로

인한 변화

공부시간, 학습에 대한 흥미, 실력,

교사의 지도방법, 학원수강, 학부모의

관심, 학습 성향, 학급 분위기, 교우관계

시험형

자기주도학습

(최선주, 2013)

공부의

계량화

구체적인 공부 계획 세우기,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 (쾌감, 보람, 뿌듯함)

타자와의

일치화

교사(출제자)의 의도 및 사고와의

적극적인 일치화, 지식과 자신의 분리

순치된

주체화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도록 스스로를

길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임은화,

안경자, 2015)

교육목표 구현의 유용성, 평가의 타당도, 평가의

신뢰도, 내용과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과의 연계성,

운영의 적절성, 결과의 활용성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에 태도

(노현종, 손원숙,

2018)

인지적

태도

평가의 중요성, 유용성, 필요성, 책무성,

평가를 통한 학습개선의 신념

정의적

태도

(긍정) 흥미, 즐거움, 희망

(부정) 불안감, 부담감, 수치심, 절망감

<표 Ⅱ-2>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주도학습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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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연구) 구성요인 내용

교실평가에

대한 태도

(함은혜, 2018)

평가가 학습을

돕는다는 인식

수업에 대한 인지적 참여, 학습에

대한 정의적 참여, 이해 향상, 학습

욕구 촉진

평가가 학습을

방해한다는

인식

학습에 대한 인지적 의욕 저해,

학습에 대한 정의적 참여 저해, 이해

저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비용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욕구

점수를 통한 피드백, 모범(모델)이

되는 수행을 통한 피드백, 교수자의

구체적인 피드백(코멘트)

<표 Ⅱ-2>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주도학습의 구성요인 (계속)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을 ‘학생

이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영역을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문의 ‘Ⅱ. 이론

적 배경, 4. 변인 간의 관계’ 부분과 ‘Ⅳ. 연구 방법, 2. 측정 도구’ 부분에

제시하였다.

3.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빈번하게 교육연구

의 대상이 되어 왔다. 광의의 학업성취는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식, 기

능, 태도, 가치관이 습득되는 과정 및 결과로서 교육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서의 달성도를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

협의의 학업성취는 특정 교과의 교육과정의 전개로서 얻어진 결과로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달성도만을 포함한다(이범수, 2006; 정혜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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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에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경우 광의의 학업성취 개념을

채택하여 학생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흥미나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포함하고 있다(박경인, 2010).

한편, 개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학업성취를 협의로 제한하고 지필고사,

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나 단위학교에서 시행되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의 척도로 사용하였다(김혜연, 2012; 박경

인, 2010; 신안나, 2013; 정혜섭, 2000). 광의의 학업성취는 개인 연구자가

엄밀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의 학업성취가 학교교육의 성과의 핵심

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박경인, 2010; 이범수, 2006; 정혜

섭, 2000).

이처럼 학업성취를 지필고사 성적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측면, 예컨대 사회성, 심미적 태도, 비판적 능력, 건강한

몸과 마음 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필고사 성적이 직접적으로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의 모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은 협의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광의의 학업성

취를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손준종,

2005; 임고은, 2012).

또한, 지필고사가 대부분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정한 의

미에서의 학업성취를 측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학습에 대해 심화적 접근을 취하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

된 시험에서 오히려 높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Scouller, 1998), 지필고

사 성적으로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심화적 접근을 취한 학생들이 문항의 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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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주장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Thomas & Bain, 1982).

최근에는 학업성취가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

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습 전략이 무엇

이든 간에 그것이 교사가 중요하다고 간주하여 평가에 포함시킨 학습 내

용에 적용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Senko & Miles, 2008).

따라서 지필고사 성적은 그것을 구성하는 문항의 유형과 무관하게, 학생

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학습을 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이다. 참고로, Broekkamp 외(2002)가 교사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의 각 세부 단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한 결과, 교사들의 평정 결과 및 교사들과 학생들의 평정 결과가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교사에 따라 각 단위의 수업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학생들은 자신을 담당하는 교사의 요구(demands)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인식을 조율(attune)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으로 학생들은 자신을 담당하는 교사의 요구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

는 실정이다.

지필고사 성적 대신 수행평가 성적을 학업성취의 지표로 활용한 개인

연구자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김선영, 안선

희. 2006), 중학교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정정은, 이숙향, 2012) 등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인

지적으로 미숙하여 지필고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행평가

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

로 그들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정지도에 활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평가를 학업성취의 지표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

다(김수동, 2009). 이는 지필고사와 차별화되는 수행평가의 장점을 활용

하여 학업성취를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로 정의하고, 지필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

수를 학업성취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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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매개한

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게 된 이

론적 배경으로서 변인 간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

들을 제시하였다.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관계, 평가주도

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

다. 따라서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관계,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가.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

선행 연구에서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박민애 외, 2018; 유신복, 신이나, 2015). 더욱이 수업

참여는 학업성취와 직접적 관련을 맺는 요인으로서 학업성취에 대한 다

른 변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

았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종렬, 2014; 김종백, 김남희, 2014; 송재홍

외, 2014; 하창순 외, 2006).

나아가 유신복과 신이나(2015)는 수업참여가 종단적으로도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점

에 비해 고등학고 2학년 시점에 수업참여가 향상되는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유의하게 높아졌고, 반면 수업참여가 감소하는 프

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수업참여의 각 하위영역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는 다양하다. 행동적 참여와 인지적 참여가 정의적 참여에 비해 학업성

취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고(박민애 외,

2018), 행동적 참여는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인

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주체적 참여 순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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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Reeve & Tseng, 2011). 세부적으로 수

업참여 중에서도 ‘수업시간 이해 정도’가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성취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소영, 김진

한, 2011).

한편, 수업참여와 학업성취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학습 전략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지

지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노원경(2009)은 학생이 지각한 교수

전략이 학습 전략의 활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학생이 지각한 교수 전략이 학업성취

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보다 학생이 지각한 교수 전략이 학생의 학습

전략 활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에 따라,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교사의 교수 전략 못지않

게 학생의 학습 전략 활용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연희(2011)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활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의 자

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검증하였고, 지은림 외

(2011)는 교사의 수업활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이 매개함을 검증하였다.

나.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관계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몸담고 있는 수업이라는 맥락에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내재한다(Brookhart, 2003). 따라서 평가에 대한 참여에

해당하는 평가주도학습은 수업에 대한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컨

대 조영민과 손원숙(2018)은 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즉 학습

향상-책무성 유형, 부적절성-책무성 유형, 그리고 부적절성 유형 순으로

학업참여가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평가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수업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일부 확인되는 반면, 역으로 수

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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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촉진한다는 간접적인 근거들은 존

재한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는 학습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중점적으로 학

습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교사는 수업에서 자신이 평

가에 출제하였거나 출제할 예정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학생

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사의 메시지를 전달

받아 평가주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동일하다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일수록 교사로부터의 더 많은 단서를 수집하고

유의미하게 해석하여 활발한 평가주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은 평가주도학습의 필

수적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평가주도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의학교육(Kromann et al., 2009; Larsen et al., 2008; McLachlan, 2006;

Wood, 2009), 해부학교육(Thompson et al., 2016; Wormald et al., 2009),

대학 학부교육(Bergenhenegouwen, 1987; Entwistle & Entwistle, 1991;

Falchikov, 2005; Gibbs & Simpson, 2005; Miller & Parlett, 1974;

Penny & Gover, 1996; Rust et al., 2003; Sambell & McDowell, 1998;

Senko & Miles, 2008)의 맥락에서 수행되었는데, 이 분야들의 공통점은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지식, 기술, 수행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

하다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

가주도학습을 활용하고 권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학생들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학습 목표를 파악하는 일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달성되기 어렵다. Broekkamp 외(2002)가

교사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의 각 세부 단위에 대한 상대적 중

요도를 평정하도록 한 결과, 교사들의 평정 결과와 학생들의 평정 결과

가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에 따라 수업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을 담당하

는 교사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인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습 목표

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있어 교사와 일관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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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가주도학습, 즉 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 주장을 구체적인 경

험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하는 연구는 드물다. 국내에서는 박혜숙과 전명

남(2007)이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

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자기효능감, 공부 시간, 노력,

끈기 등과 달리 모든 교과에서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실제적

인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

과도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정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비록 학생참여평가(student-involved assessment)가 필연적으로 평가주

도학습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학생참여평가는 학생들이 평가주도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풍족한 토양을 마련해준다. 학생참여평가는 학생이 평가

에 대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이 평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

각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습동기, 메타인지, 학업성취를 향상시켰다(Davies

& LeMahieu, 2003; Stiggins & Chappuis, 2005).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은 자기조절학습(self-

regulated learning)이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 양상과 유사하다. 자기

조절학습이란, 자신을 자기 행동의 중개자로 여기고 학습이 초래할 결과

를 예측하며 행동하며, 스스로를 동기화하여 이상적인 학업 결과를 성취

하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학

습과 성취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킨다(박승호, 서은희, 2008). 이때 평가

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는 학습자를 강력하게 동기화하고, 학습의 목

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있어

평가는 자신의 배움을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된다. 자신의 배움

에 귀 기울이는 교사라는 관중이 있다는 점은 학생에게 학습을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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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학습을 보다 진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Davies & LeMahieu, 2003).

한편, 이 연구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을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

행’, ‘평가 결과 활용’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각각의 하

위영역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한 선행 연구들

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평가 가치 인식’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가주도학습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평가 가치 인식’은 평가의 내용

과 결과가 중요하고 평가가 학습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인식이다. Brown

과 Hirschfeld(2008)는 평가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인식하는 학

생은 학업성취가 높고, 평가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인식하거나

평가가 재미있다고 인식하거나 평가는 무시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학업

성취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평가가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느끼

는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기 위해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을 이행함으로써 높은 학

업성취를 달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자기조절학습이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혜연(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후속 연구에서 Hirschfeld과 Brown(2009)는 성별, 학년, 인종에 따라

평가에 대한 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성별에 따라 학습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학년에 따라 뉴질랜

드의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며, 인종에 따라 학교

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Hattie 외(2006)는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반드

시 학습효과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평가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반드시 학습효과의 저하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노현종과 손원숙(2018)이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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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부정적 인식이 모두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업성취가 비교적

높은 학생들에게서 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모두 발견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가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보

다 학업성취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평가 가치 인식’과 학업성취

의 정적인 관계를 뒷받침한다. 수행목표 지향적인 학습자가 숙달목표 지

향적인 학습자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수행목표는 그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외부에 있어서 규준지향적

(norm-referenced)이고 타협이 불가한 반면, 숙달목표는 그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내부에 있어서 자기지향적(self-referenced)이고 주관적

이며 비교적 유연하고 느슨하다. 그래서 수행목표 지향적 학습자는 통제

(control)적 성향이 짙고 교사 등의 권위자의 기대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

면, 숙달목표 지향적 학습자는 자율(autonomy)적 성향이 짙고 자신의 흥

미와 관련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인다. 결과적으로, 수행목표 지향적인 학

습자는 그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수행에 대해 압박을 크게

느끼는 반면, 숙달목표 지향적 학습자는 학습에 있어서 자신만의 아젠다

(agenda)를 추구하여 개인적인 궁금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 일명 ‘흥

미주도학습(interest-based studying)’을 추구한다. 흥미주도학습은 학생

들로 하여금 교사의 기대 이상으로, 또는 교육과정 상에서 변두리에 해

당하는 내용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개인적인 아

젠다는 교사의 아젠다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고, 학생이 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아젠다에 기반한 자

원의 배분은 필연적으로 교사의 아젠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즉 평가에 출제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을 소홀하게 만들어서 학업성취

를 낮게 만든다(Lee et al., 2003; Senko & Harackiewicz, 2005; Senko

& Miles, 2008).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졌던 숙

달목표뿐만 아니라 수행목표, 그 중에서도 과제에 대한 접근에 지배력을

가지는 수행접근목표도 학업상황에 상당히 적응적인 목표가 된다는 주장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승호, 서은희, 2008; 한순미, 2003). 원효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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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2013)은 수행접근목표가 학업성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

을 주장하였다.

2) ‘평가 요구 이행’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가주도학습의 두 번째 하위영역인 ’평가 요구 이행’은 평가가 요구

하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측해서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키는 전략적인 학습의 실천이다. 평가가 요구하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이 무엇

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파악한 채로 학습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을

취하고, 평가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평가에 친숙해지는 훈련을 통해 평가에 익숙하지 않음(unfamiliarity)이

유발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한다(Elwood et al., 2017; Lynam &

Cachia, 2018).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에 도달하기 위한 안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Struyven et al., 2005) 평가의 요구는 그들에게

있어 학습의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평가의

과정과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학습에

도움을 주었고, 그 효과는 지속되었고 전이가 가능했으며(Rust, Price, &

O'Donovan, 2003), 평가의 보상 체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학습 전략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얻었고(Miller & Parlett,

1974; Gibbs & Simpson, 2005), 반면에 평가의 보상 체계를 알지 못한

학생들은 중요한 요소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기회를 놓침으로써 자신

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에 있어서 뒤쳐지고 표류하였다(조영민, 손원숙,

2018; Gibbs & Simpson, 2005; Sambell & McDowell, 1998).

더욱이 성취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목적, 취지, 보상, 기준,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성취평가

제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수·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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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활동을 실시하고 성취수준을 A, B, C, D, E 등 몇 개 등급으로

판정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의 선발·분류·배치의 기능보다는

지도·조언·충고의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도

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박은아 외, 2013; 백순근, 2001). 이때 학생들은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을 이해하고 그것을 학습의 목표로 설정하기를 요

구받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요구일 수 있다. 기존의

석차등급제 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료학생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기에, 평가가 요구하는 능력의 특성, 기준, 수준 등

을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성취평가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학생이 예상한 평가의 요구는 교사가 의도한 평가의 요구와 일

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교사가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체계적인 활

동을 설계해도 학생들은 수업과 평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holistic) 관점

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설계의 의미를 미처 지각하지 못하거나(Peterson

& Irving, 2008),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도 그것의 평가 기준을 학생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교사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

고 있을 수 있다(Penny & Gover, 1996). 국내에서는 과학실험활동의 목

적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된 바 있다.

교사들은 과학탐구능력을,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과학실험활

동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조현준, 양일호, 이효녕, 2011).

이처럼 교사가 설정한 평가의 목적, 취지, 기준 등을 학생들이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지

식에 대한 개념 체계는 그 수준이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교사의 개념

체계만큼 정교하지 않아서, 교사가 학생에게 평가의 목적, 취지, 기준 등

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학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백순근, 2000; Gibbs & Simpson, 200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에 교육은 비로소 실현된다. 교육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백순

근, 2000). 학생이 평가가 함축하는 교사의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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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이어가다 보면, 이내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3) ‘평가 결과 활용’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가주도학습의 세 번째 하위영역인 ‘평가 결과 활용’은 평가의 결과

를 학습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때 평가의 결과

는 단지 점수나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나 성적 외에 학생

들이 평가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따라

서 ‘평가 결과 활용’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피드백(feedback)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 및 실천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해 간접적

으로 뒷받침된다. 피드백은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강화의 기제로 작동하

고,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교정(correction)을 위한 정보로 기능하며, 구성

주의 관점에서는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여 학생 스스로가 학습과정을

조절해 나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노현종, 손원숙, 2015). Brown

외(2016)는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반면, 교수자, 채점자, 또는 동료의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은 오히려 학업성취와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Brookhart(1997)는 평가의 여러 특징들이 평가에 대한 학생

의 지각 및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학생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학생의 정의적 및 학업적 노력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에 의해 부과되는 평가의

형식, 학습 목표와의 연계성, 참신성, 평가 기준의 곤란도(difficulty)와

단위(개인 혹은 집단)가 학생이 지각하는 평가 과제의 특성(요구, 복잡

성, 중요성, 유용성, 가치, 흥미, 신념)과 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효능감(통

제 가능한 정도, 숙달의 잠재력,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의

적 노력(노력, 이해, 집중)과 학업적 노력(과제완수, 도움요청, 수업참여)

을 통해 학업성취(지식, 사고, 기술, 산출물,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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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가주도학습이 오히려 학업성취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

다.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이

해도가 높다거나(조영민, 손원숙, 2018; Brown & Hirschfeld, 2007), 학습

에 대한 숙련도가 높을수록 평가의 요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거나,

적어도 학습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야 평가의 요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각하고 보고할 수 있다는(Brookhart & Bronowics, 2003; Moni et al.,

2002) 등의 선행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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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수업참여

수업참여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의적 반응’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수업참여 측정을 위해 ‘수업참

여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문의 ‘Ⅳ. 연구

방법, 2. 측정 도구’ 부분에 제시하였다.

나. 평가주도학습

평가주도학습은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개

발하여 실행하는 노력’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평가주도학습 측정을 위

해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3)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

문의 ‘Ⅳ. 연구 방법, 2. 측정 도구’ 부분에 제시하였다.

다.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학업성취 척도로 활용하였다.

3) 평가주도학습에서의 평가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외부

로부터 부과되는 대규모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단위학교 교사가 주관하는 교

실평가가 될 수도 있다. 이들 모두 학습에 대해 권장적 기능을 행사하기 때

문이다. 다만, 이 연구는 교실평가에 대한 평가주도학습에 초점을 두었다. 교

실평가는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에 의해 직접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교

실평가에 대한 평가주도학습이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및 학업성취와 긴밀하

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 49 -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해당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평가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고등학생의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주도학습이

매개한다.

위의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Ⅳ

-1] 참조). ‘수업참여’는 예측변인, ‘학업성취’는 결과변인, 그리고 ‘평가주

도학습’은 매개변인 혹은 중재변인(mediator)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Ⅳ-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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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검사 대상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의 개발을 위해 서울 소재 ○○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

시하였다. 불성실 응답자 4명을 제외한 417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척도를 완성하였다.

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본검사 대상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35명을 대상으

로 본검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 응답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325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검사 대상을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생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풍부한 수업, 평가, 학습의 경험을 보유

하고 있어 현재의 수업, 평가, 학습에 대한 자신의 행동, 정서, 인지를 비

교적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조영민, 손

원숙, 2018).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평가

에 대한 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

여(Hirschfeld & Brown, 2009), 성별과 학년을 한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

취의 구조적 관계는 수업과 평가가 운영되는 방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를 경험하고 있는 1학년 학생

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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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이 연구는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수업

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알맞게 자

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

하고 전문가협의회와 예비검사를 거쳐 수정하고 타당화하였다.

참고로,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Likert)형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수

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에 대한 측정은 학생의 지각에 근거하였다. 학생

은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주체로서 자신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와 자신의 학습이 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은 스스로를 지속적이

고 장기적으로 관찰해온 결과를 반영하여 측정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안나, 2013).

가. 수업참여 척도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참여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영역은 5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소는 1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다(총 10개 문항). 개발된 수업참여 척도는 내용타당도, 구인타

당도, 신뢰도의 측면에서 양호하였다. 척도의 양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

증 절차 및 방식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업참여 척도의 내용타당도 분석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검토되었다. 전문가협의회

는 교육측정ž평가전공 박사 3명과 교육측정ž평가 전공 박사과정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에게 ‘수업참여’ 및 ‘수업참여’ 하위영역들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고, 각 문항이 해당 척도의 하위영역 및 하위요소를 측정

하기에 내용적으로 타당한 정도를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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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당 점수로 평정한 이유를 추가적으

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협의회 결과, 문항별 내용타당도는 평균 4.6, 최솟값 3.7, 최댓값

5.0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리고 내용타당도가 4점 미만인 2개 문항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하였다.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던 지점은 ‘행동적 참

여’와 ‘인지적 참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인지적 참여가 배제

된 행동적 참여(생각이 없이 행동으로만 보이는 참여)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후 예비검사를 거쳐 ‘행동적 참여’의 하위영역은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척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예비검사 분석 결과, 우

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행동적 참여가 인지적 및 정의적 참여와 구

분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4)

2) 수업참여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수업참여 척도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하

위영역과 총점, 하위영역 간의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4)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참여 척도’는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로 구성

되어, ‘행동적 참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통적인 인지적 참

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의 구분과 이 연구에서의 구분이 다른 것은, 최

근 이 요인들이 서로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과 유사

한 맥락이다. Li와 Lerner(2013)는 인지적 참여가 정의적 및 행동적 참여의

결과로서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신현숙(2014)은 정의적 참여는 행동적 참여

를 거치지 않고도 인지적 참여를 향상시키는 반면, 행동적 참여는 정의적 참

여를 거쳐서만 인지적 참여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53 -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정의적 참여 .664***

총점 .906*** .918***

*** p<.001

<표 Ⅳ-1>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먼저, 하위영역과 총점 그리고 하위영역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위와 같다(<표 Ⅳ-1> 참조).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는 수업참여 총

점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계수가 각각 .906과 .918로 높게

나타나 이들이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계수가 .66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가 서로 긴밀

하게 관련되면서 수업참여라는 구인을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대우도법은 표본

의 공분산이 전집(population)으로부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Kline, 2015), 표본에 결측치가 있어도 분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추정 방법이다. 측정변인들

의 왜도(skewness) 절댓값은 2미만(0.01~1.00), 첨도(kurtosis) 절댓값은

4미만(0.05~1.43)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 의도한 대

로 수업참여가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영역이 5개 문항으

로 구성되며, 2개 하위영역 간의 상관이 전제된 요인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Ⅳ-2] 참조).

수업참여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표 Ⅳ-2> 참조).

카이제곱( 2)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1) 모형과 데이터가 일

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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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요인 모형


2(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요인모형 93.431(34)*** 0.961 0.938 0.065 (0.049~0.081)
*** p<.001

<표 Ⅳ-2>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다만 카이제곱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

와 TLI(Tucker-Lewis Index)는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기저

모형(null model)의 적합도과 비교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 정

도를 나타내는 상대적(relative) 또는 증분(incremental) 적합도 지수이다.

다만, CFI는 보다 현실적인 비중심적 
2 분포를 따르지만 모형의 간명성

을 고려하지 않고, TLI는 다소 비현실적인 중심적 
2 분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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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CFI와 TLI는 0.9 이

상이면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한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이

데이터가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absolute) 적합도 지수이다.

최소 적합 함수치와 자유도의 비를 이용하여 산출되며, 모형 적합도가

완벽하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는 비중심적  2 분포를 따른다는 장점이

있다. RMSEA는 모형의 오류가 적을수록 또는 자유도가 클수록 그 값

이 작아져서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이때 자유도가 크다는 것은 모

형에 충분한 수의 측정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모형이 상대적으로

간명함을 의미한다. RMSEA가 0.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reasonable

fit), 0.10 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mediocre fit), 0.10 이상이면 수용하기

어려운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가진다고 본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수업참여 요인 모형은 CFI와 TLI가 0.9 이상

이고 RMSEA가 0.08 미만이므로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1차

요인

부하

량

인지적

참여

→ CP01 0.792*** 0.736

→ CP02 0.946*** 0.766

→ CP03 1.000*** 0.685

→ CP04 0.638*** 0.549

→ CP05 0.972*** 0.703

정의적

참여

→ CP06 0.988*** 0.702

→ CP07 1.000*** 0.738

→ CP08 0.897*** 0.645

→ CP09 0.960*** 0.758

→ CP10 0.764*** 0.530

인지적 참여 ↔ 정의적 참여 0.385*** 0.805
*** p<.001

<표 Ⅳ-3>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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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 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위와 같다(<표 Ⅳ-3> 참조). 각

문항들과 1차 요인(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

하량의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 추정치

의 범위는 0.530~0.766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1차 요인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공분산)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

추정치(상관)가 0.805이었다.

3) 수업참여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는 척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수업

참여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4> 참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74,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각각 .801과 .813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측정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하위영역 신뢰도(Cronbach's alpha)

인지적 참여 .813
.874

정의적 참여 .801

<표 Ⅳ-4>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척도 신뢰도

4) 최종 수업참여 척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수업참여 척도’를 다음과 같이 완성하

였다(<표 Ⅳ-5> 참조). 수업참여 척도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

동에 대한 인지적 및 정의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10개의 문

항들로 구성된다. ‘인지적 참여’ 영역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향상시키

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5개 하위요소(문항)

들로 구성되고, ‘정의적 참여’ 영역은 학생이 자신을 비롯한 학습 환경과

학습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5개 하위요

소(문항)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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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

인지적

참여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

(CP01)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

(CP0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용 이해를

위한 노력

(CP0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잘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노력한다.

수업을 위한

준비 자세

(CP04) 나는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나 과제물 등을 잘 챙긴다.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CP0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잘 정리해둔다.

정의적

참여

교사와의 만남에

대한 즐거움

(CP06) 나는 수업시간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는 일이 즐겁다.

수업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

(CP07) 나는 수업 내용이나 방법이

나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

(CP08) 나는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고

싶은 지식이나 기능이 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자신감

(CP09) 나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지식이나 기능을 잘 배울 자신이 있다.

학습활동에

대한 적극성

(CP10) 나는 수업시간에 토론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표 Ⅳ-5> 고등학생의 수업참여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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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주도학습 척도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

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하위영역

은 5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소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하위영역의 5개 하위요소(문항)들 중 3개는 지필고사에 대한

내용으로, 2개는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평가주도학

습의 15개 문항들 중에서 9개는 지필고사에 대한 문항이고 6개는 수행평

가에 대한 문항이다.

이처럼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 대한 문항을 별도로 개발한 이유는, 평

가는 그 기능, 방식, 규모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

서,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천은 최대한 구체적인 맥락에서 파

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함은혜, 2018). 이러한 이유로 노현종과 손원

숙(2018)도 초등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태도’를 ‘총괄평가에 대한 태도’와

‘형성평가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평가주도학

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도 서로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더욱 중요하게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그것이 그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각각에 대한 평가주도학습을 측정하는 문

항들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내신 성적 산출에 반영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각각 60%(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와 40%이기 때문에, 평가주도학습에서 지필고사와 수행평

가 각각에 관련되는 문항의 비율도 60%와 4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지필고사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지필고사주도

학습)’과 ‘수행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수행평가주도학습)’에 대한 문

항들을 ‘평가주도학습’이라는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 구성

하여 타당화한 이유는, 지필고사주도학습과 수행평가주도학습이 일정 비

율로 어우러져 우리나라 고등학교 상황에서의 평가주도학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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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발된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

도의 측면에서 양호하였다. 척도의 양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

및 방식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앞서 제시된

수업참여 척도와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타당화되었기 때문에, 이 절에

서는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분석 결과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1) 평가주도학습 척도의 내용타당도 분석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검토되었다. 전문가협의회

는 교육측정ž평가전공 박사 3명과 교육측정ž평가 전공 박사과정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에게 ‘평가주도학습’ 및 ‘평가주도학습’ 하위영역들

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고, 각 문항이 해당 척도의 하위영역 및 하위요

소를 측정하기에 내용적으로 타당한 정도를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하

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당 점수로 평정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협의회 결과, 문항별 내용타당도는 평균 4.6, 최솟값 3.6,

최댓값 5.0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내용타당도가 4점 미만인 3개 문항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

하여 수정하였다.

2) 평가주도학습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평가주도학습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영역과 총점

그리고 하위영역 간의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이용한 확

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먼저, 하위영역과 총점 그리고 하위

영역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Ⅳ-6> 참조). 평

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은 평가주도학습 총점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계수가 각각 .782, .834, .851로 높게 나

타나 이들이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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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상관계수가 .485~.569 범위로 나타났

다. 이는 하위영역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평가주도학습’이라는 하

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평가 요구 이행 .485***

평가 결과 활용 .493*** .569***

총점 .782*** .834*** .851***

*** p<.001

<표 Ⅳ-6>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최대우도법(ML)으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측정변인들

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측정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2미만

(0.07~1.02), 첨도 절댓값은 4미만(0.05~1.00)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충족되

었다. 이에 따라 의도한 대로 평가주도학습이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고, 각 하위영역이 5개의 하위요소(문항)로 구성되며, 3개 하위영역 간

의 상관이 전제된 요인 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Ⅳ-3] 참조).

참고로, 평가주도학습 척도 요인 모형은 각 하위영역 내에서 ‘지필고

사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에 대한 문항 3개와 ‘수행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에 대한 문항 2개의 구분을 위해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

혹은 고차적 모형을 채택하였다. 위계적 모형은 척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간명하게 나타낸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Marsh & Hocevar, 1985).

또한, 모형에서 오차 분산이 음수로 나타나는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하

였으나 음수로 나타난 오차 분산의 절댓값이 크지 않아서 이를 작은 값

의 양수(.005)로 고정시키고 분석을 수행하였다(Bagozzi & Yi,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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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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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도학습 척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와 같다(<표 Ⅳ

-7> 참조). 카이제곱( 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1) 모형과 데이

터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나, TLI가 0.9 이상으로, RMSEA

가 0.08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CFI가 0.9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CFI와 달리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와 RMSEA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간명한

모형을 추구하는 경우 위의 모형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요인모형 231.266(82)*** 0.889 0.924 0.066 (0.056~0.076)
*** p<.001

<표 Ⅳ-7>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평가주도학습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표 Ⅳ-8> 참

조). 각 문항들과 1차 요인(지필고사 또는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 가치 인

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의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 추정치의 범위

는 0.381~0.868로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1차 요인과 2차 요인(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의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 추정치의 범위

가 0.553~0.993로 양호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 요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공분산)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 추

정치(상관)의 범위가 0.726~0.788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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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

량

평가

가치

인식

지필

고사

→ AOL01 1.000*** 0.707

→ AOL02 0.766*** 0.526

→ AOL03 0.860*** 0.588

수행

평가

→ AOL04 0.388*** 0.381

→ AOL05 1.000*** 0.868

평가

요구

이행

지필

고사

→ AOL06 0.971*** 0.709

→ AOL07 0.953*** 0.619

→ AOL08 1.000*** 0.689

수행

평가

→ AOL09 0.957*** 0.666

→ AOL10 1.000*** 0.795

평가

결과

활용

지필

고사

→ AOL11 0.916*** 0.728

→ AOL12 1.000*** 0.759

→ AOL13 0.997*** 0.716

수행

평가

→ AOL14 0.956*** 0.807

→ AOL15 1.000*** 0.866

2차

요인

부하

량

평가 가치 인식
→ 지필고사 1.000*** 0.903

→ 수행평가 0.862*** 0.596

평가 요구 이행
→ 지필고사 1.000*** 0.993

→ 수행평가 0.967*** 0.866

평가 결과 활용
→ 지필고사 1.000*** 0.915

→ 수행평가 0.724*** 0.553

평가 가치 인식 ↔ 평가 요구 이행 0.260*** 0.726

평가 가치 인식 ↔ 평가 결과 활용 0.305*** 0.781

평가 요구 이행 ↔ 평가 결과 활용 0.313*** 0.788
*** p<.001

<표 Ⅳ-8>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



- 64 -

3) 평가주도학습 척도의 신뢰도 분석

평가주도학습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9>

참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59,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각각 .637, .793,

.782로 나타나 신뢰로운 측정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하위영역 신뢰도(Cronbach's alpha)

평가 가치 인식 .637

.859평가 요구 이행 .793

평가 결과 활용 .782

<표 Ⅳ-9>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척도 신뢰도

4) 최종 평가주도학습 척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다음과 같이 완

성하였다(<표 Ⅳ-10> 참조).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평가의 요구를 이해

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려는 학생의 노력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로 총 15개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평가 가치 인식 영역은

평가가 유용하다고 여기고 평가의 내용과 결과를 중시하는 자세를 측정

하기 위한 5개 하위요소(문항)로 구성되고, 평가 요구 이행 영역은 평가

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학습 전략을 수립 및 실천

하는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5개 하위요소(문항)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

활용 영역은 평가의 결과를 자기성찰과 자기개발의 계기로 활용하는 노

력을 측정하기 위한 5개 하위요소(문항)로 구성된다.5)

5) 본검사에서는 설문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

가주도학습의 정의와 하위영역을 비교적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평

가주도학습은 ‘평가 위주의 자기주도학습’으로, 평가 가치 인식은 ‘평가의 중

요성 알기’, 평가 요구 이행은 ‘평가 준비하기’, 평가 결과 활용은 ‘평가 결과

활용하기’로 소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설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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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

평가

가치

인식

지필

고사

학습의 개선
(AOL01) 시험(중간·기말 지필고사)은

나의 학습을 개선하는 데에 유용하다.

결과의

중요성

(AOL02)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서의

타당성

(AOL03) 시험 점수가 대학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행

평가

내용의 중요성
(AOL04) 수행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렇지 않은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서의

타당성

(AOL05) 수행평가 성적이 대학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평가

요구

이행

지필

고사

교사의 안내

경청

(AOL06) 나는 시험에 대한 선생님의

안내(일정, 내용, 방식 등)를 귀담아

듣는다.

평가 곤란도

파악

(AOL07) 나는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지를 미리 파악한다.

문제 유형

연습

(AOL08) 나는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수행

평가

평가 기준

파악

(AOL09) 나는 수행평가에서 시행하는

과제의 평가 기준을 미리 파악한다.

평가 기준

대비

(AOL10) 나는 수행평가에서 시행하는

과제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표 Ⅳ-10>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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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

평가

결과

활용

지필

고사

학습 수준

진단

(AOL11) 나는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학습 수준을 파악한다.

강약점

파악

(AOL12) 나는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공부법

수정 및 보완

(AOL13) 나는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공부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수행

평가

강약점

파악

(AOL14) 나는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공부법

수정 및 보완

(AOL15) 나는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준비 방식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표 Ⅳ-10>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 척도 (계속)

이상과 같이 완성된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평가주도학습이라는 구인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평가주도학

습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고등

학교 학생들의 평가주도학습의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선행 연구 검토와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개발된 예비검사 문항들

중에서 평가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학습 내용 및 방법을 조절한다는 내

용의 문항들은 예비검사 분석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지필

고사와 관련해서는, (평가 가치 인식)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그렇지

않은 내용보다 중요하다’, (평가 요구 이행) ‘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 ‘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 (평가 결과 활용) ‘나는 시험이 끝난 후 오답 분석 등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가 삭제되었다. 한편,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요구 이행) ‘나는 수행평가에서 자주 다루는 과제를 미리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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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수행평가에서 자주 다루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준비한다’, (평

가 결과 활용) ‘나는 수행평가가 끝난 후 미흡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

충한다’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척도의 타당화 결과는 학생들이 학습의 내용을 조절하는 기제

(mechanism)가 평가주도학습의 주요한 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이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평가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학습 내용 및 방법을 거의 조절하지 않음을 시사한

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평가 가치 인식) 평가에 출제되는 내용으로부

터 어떠한 내용이 다른 내용보다 더 중요한지 파악하지 않고, (평가 요

구 이행) 평가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출제될지를 예상하고 그것을 집

중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이해나 수행이 부족했던 부분을 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소위 ‘변별력’을 갖춘 시험을 출

제하기 위해 평가의 내용을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우

선순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도록 만드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인식되는 내용일수록,

즉 학생들이 놓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일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학생

들 간의 점수차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그렇지

않은 내용보다 평가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배분하는 것은 더욱 어려

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둘째, 예비검사 문항들 중에서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부담

을 준다는 내용의 문항들은 예비검사 분석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구

체적으로, (평가 가치 인식)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

게 중요하다’, (평가 요구 이행) ‘나는 수행평가가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

지를 미리 파악한다’, (평가 결과 활용) ‘나는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의 학습 수준을 파악한다’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지필

고사와 달리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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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Ⅳ-4] 참조).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개발하고, 전문가협의

회와 예비검사를 통해 척도를 타당화하여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완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본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

출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구 분 연 구 절 차

[1단계]

선행 연구

검토 및

척도 개발

01. 수업참여 관련 선행 연구 분석

02. 평가주도학습 관련 선행 연구 분석

03. 학업성취 관련 선행 연구 분석

04. 예비검사 문항 개발 및 전문가협의회 실시

↓

[2단계]

척도

타당화

05. 예비검사 실시

06. 예비검사 결과 분석 및 해석

07. 타당화된 본검사 문항 확정

↓

[3단계]

본검사

실시

및 자료

수집

08. 2학기 수업 시작 (8월 셋째 주)

09. 수업참여 본검사 실시 (9월 첫째 주, 1/5 시점)

10. 평가주도학습 본검사 실시 (10월 넷째 주, 3/5 시점)

11. 학업성취 자료 수집 (12월 셋째 주, 5/5 시점)

12. 2학기 수업 종료 (12월 넷째 주)

↓

[4단계]

자료 분석

및 논문

작성

13. 본검사 및 학업성취 자료 분석 및 해석

14.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5. 논문 수정 및 보완

[그림 Ⅳ-4]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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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

고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컴

퓨터 프로그램 SPSS 25.0과 AMOS 25.0(Arbuckle, 2017)을 사용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평가주도학습 척도’와 ‘수업참여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전문가들이 5점 리커트형 척도로 평정한 내용타당도를 문항별로 평균하

여, 내용타당도가 4점 미만인 문항들을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가

.600 이상이면 문항들이 피험자들로부터 일관된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하위영역과 총점의 상

관과 하위영역 간 상관을 Pearson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하위영역

과 총점의 상관이 아주 높고 하위영역 간 상관도 높으면서 하위영역과

총점의 상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면 하위영역들이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넷째,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의 측정모형에 해당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와 모수 추정치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모형

타당화 절차와 분석 방법은 선행 연구(김해경, 지은림, 2015; 박민애, 손

원숙, 2016; Jin Haijing, 지은림, 2017; Wilson, 2018)를 참고하되 이 연

구에서 개발하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 분석으로

변인별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

인 간의 상관을 확인한 다음,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결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변인 간의 관계를 수리적 방정식을 통해 모형화한 것이다. 수업참여, 평

가주도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구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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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모형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을 통해 잠재변인

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오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매개효과의

추정과 추정값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 셋째, 모형 적합도 지수

를 활용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타당한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

다(이진실, 2013;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형 적합도 지

수를 활용하여 모형이 일정 수준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모수 추정치를 확인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유의하다면 그 표준화계수의 크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았

다. 셋째,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 매개효과가 부분적인 매개효과인지 완전한 매개효과인지를 확

인하기 위해, 수업참여의 학업성취에 대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붓스트래핑(bootstrap-

ping)을 통해 검증되었다. 1,000개의 붓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편의 수정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95% 수준에서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으면, 해당 간접효과 혹은 직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울러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붓스트래핑

검증과 함께 Sobel 검증(Sobel, 1982)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이들 결과

를 종합하여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Sobel 검증은 간

접효과(a→b→c)를 구성하는 두 경로(a→b, b→c)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

오차를 사용하는 z검증으로,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

여 신뢰로운 결과를 산출한다.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

에는 Sobel 검증이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정규성의 가정을

우회하는 붓스트래핑 검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최종적인 결론

을 도출하였다(서영석, 2010; Mallinckrodt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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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매개로 학

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 ○○여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

고, 불성실 응답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32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

취의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의 상관을 분석

한 다음,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기초통계

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학생들의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된 관측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Ⅴ-1> 참조).

먼저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로 측정된 수업참여와 평

가주도학습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업참여의 경우, 하위영역별 평균이

‘인지적 참여’ 3.87, ‘정의적 참여’ 3.66으로, 인지적 참여가 정의적 참여보

다 약간 더 높았다. 평가주도학습의 경우, 하위영역별 평균이 ‘평가 가치

인식’ 3.44, ‘평가 요구 이행’ 3.97, ‘평가 결과 활용’ 3.47로, 평가 가치 인

식과 평가 결과 활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평가 요구 이행이 평

가 가치 인식 및 평가 결과 활용보다 약 0.5점 가량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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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측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수업
참여

전체 1.60 5.00 3.76 0.63 -0.32 0.17

인지적 참여 1.60 5.00 3.87 0.66 -0.41 0.06

정의적 참여 1.00 5.00 3.66 0.72 -0.16 0.15

평가
주도
학습

전체 1.47 4.93 3.63 0.51 -0.35 1.23

평가 가치 인식 1.80 5.00 3.44 0.57 -0.09 0.00

평가 요구 이행 1.00 5.00 3.97 0.62 -0.89 2.07

평가 결과 활용 1.00 5.00 3.47 0.66 -0.26 0.84

학
업
성
취

전체6) 47.99 97.50 75.56 11.21 -0.09 -0.85

국어

전체 11.82 55.00 38.83 9.95 -0.50 -0.67

지필고사 19.60 100.00 68.80 18.87 -0.38 -0.84

수행평가 0.00 10.00 7.87 2.54 -1.40 0.94

영어

전체 14.93 60.18 36.80 11.71 0.27 -1.02

지필고사 3.30 97.30 43.77 25.39 0.42 -1.04

수행평가 10.90 24.00 20.17 2.92 -0.75 -0.04

수학

전체 12.68 58.40 39.15 10.32 -0.04 -1.10

지필고사 3.90 96.00 48.44 25.12 0.03 -1.21

수행평가 16.00 40.00 39.55 1.97 -7.61 75.40

사회

전체 32.91 68.00 57.23 7.00 -0.82 0.09

지필고사 9.30 100.00 71.19 20.27 -0.83 -0.02

수행평가 28.00 40.00 35.87 1.78 -1.37 3.56

과학

전체 36.42 70.00 58.17 7.98 -0.46 -0.92

지필고사 9.40 100.00 63.48 24.70 -0.39 -1.09

수행평가 30.60 40.00 39.13 1.19 -2.89 12.69

<표 Ⅴ-1>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N=325)

6) 교과별 전체 점수의 만점이 55점(국어), 62점(영어), 60점(수학), 70점(사회,

과학)이기 때문에, 총 학업성취 점수는 다섯 교과의 교과별 전체 점수를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평균하여 산출하였다(교과별 전체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쪽 본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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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업성취’의 현황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수집한

교과별 지필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통해 파악되었다. 학생들은 고

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모두가 동일한 교과를 동일한 시수만큼 이

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걸친

학업성취도를 지필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로, 이때 지필고사는 기말고사 점수를 의미한다. 모든 교과에서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를 모두 실시하였지만, 중간고사는 평가주도학습을 측정하기

이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결과변인에서는 제외되었다.

지필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은 교과에 따라 다르고, 지필고

사 점수의 표준편차는 18.87~25.39 범위에, 수행평가 점수의 표준편차는

1.78~3.71 범위에 분포하여, 표준편차의 수준에 있어 지필고사와 수행평

가가 대비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수행평가 점수를 학업성취의 지

표로 활용하는 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

다. 교사가 수행평가 점수에 있어 학생들 간에 큰 차이를 두지 않기 때

문에, 수행평가 점수만으로는 학생들 간 학업성취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

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수행평가를 학업성취에 대한 관측변인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단위학교에서 산출되는 내신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과별 전체 점수도 해당 학교의 내신 성적 산출에

활용되는 지필고사(기말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의 비중을 그대로 반

영하여 산출하였다. 예컨대, 국어 교과는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기말고

사를 45%, 수행평가를 10% 만큼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어 교과의 기말

고사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45% 대 10%의 비율로 합산하여 국어 교

과의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다.7) 평가주도학습을 수행할 때 학생들은 지

7) 국어 교과 전체 점수 (55점 만점) = 기말고사 45% + 수행평가 10%

영어 교과 전체 점수 (62점 만점) = 기말고사 38% + 수행평가 24%

수학 교과 전체 점수 (60점 만점) = 기말고사 40% + 수행평가 20%

사회 교과 전체 점수 (70점 만점) = 기말고사 30% + 수행평가 40%

과학 교과 전체 점수 (70점 만점) = 기말고사 30% + 수행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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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사와 수행평가가 각각이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을 감안하여 자

신의 시간과 노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평가주도학습의 효과를 보다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평가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을 그

대로 반영하여 교과별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관측변인들은 왜도 절댓값이 2미만, 첨도 절댓값이 4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였는데, 예외적으로 수학과 과학의 수

행평가 점수가 왜도 절댓값이 2이상, 첨도 절댓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위배하였다. 수학과 과학의 수행평가 각각에서 91.4%와 37.2%

의 학생들이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심각한 부적 편포와 뾰족

한 급첨(leptokurtic)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모형([그림 Ⅴ

-2] 참조)에는 정규성을 충족하는 교과별 전체 점수가 학업성취의 관측

변인으로 투입되고, 수학과 과학 교과 모형([그림 Ⅴ-5], [그림 Ⅴ-7] 참

조)에서는 전체 7개 관측변인들 중 1개의 관측변인(수행평가 점수)만이

정규성을 위배하므로, 구조방정식(SEM) 모형의 모수를 최대우도법(ML)

으로 추정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나.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변인

간의 상관은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1)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2> 참조). 수업참

여 전체 및 하위영역과 전체 및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1). 먼저,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은 .429로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수업참여와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03, 영어 교과에서 .390, 수학 교과에서 .345, 사회 교과에서

.343, 과학 교과에서 .39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업참여 전체와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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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점수의 상관은 .309~.394 범위에, 수업참여 전체와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은 .260~.394 범위에 분포하였다.

수업참여
학업성취

전체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전체 .429*** .465*** .325***

국어

전체 .403*** .438*** .303***

지필고사 .394*** .425*** .301***

수행평가 .260*** .298*** .181***

영어

전체 .390*** .416*** .302***

지필고사 .354*** .390*** .262***

수행평가 .394*** .378*** .343***

수학

전체 .345*** .374*** .262***

지필고사 .328*** .357*** .247***

수행평가 .271*** .276*** .221***

사회

전체 .343*** .380*** .251***

지필고사 .309*** .341*** .229***

수행평가 .291*** .332*** .206***

과학

전체 .395*** .434*** .294***

지필고사 .368*** .407*** .272***

수행평가 .358*** .374*** .283***

*** p<.001

<표 Ⅴ-2>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

수업참여 하위영역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정

의적 참여’보다 ‘인지적 참여’가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체

적으로, ‘인지적 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은 .465이었고, ‘인지적 참여’와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38, 영어 교과에서 .416, 수

학 교과에서 .374, 사회 교과에서 .380, 과학 교과에서 .4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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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적 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은 .325이었고, ‘정의적 참여’와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303, 영어 교과에서 .302, 수

학 교과에서 .262, 사회 교과에서 .251, 과학 교과에서 .294로 나타났다.

2)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상관

수업참여 전체 및 하위영역과 평가주도학습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

은 다음과 같다(<표 Ⅴ-3> 참조). 수업참여 전체 및 하위영역과 평가주

도학습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전체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전체 .578*** .561*** .499***

평가 가치 인식 .335*** .300*** .313***

평가 요구 이행 .606*** .618*** .494***

평가 결과 활용 .486*** .465*** .426***

*** p<.001

<표 Ⅴ-3>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상관

수업참여 전체와 평가주도학습 전체의 상관은 .578로 매우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수업참여 전체는 평가주도학습의 하위영역 중 ‘평가 요구

이행’과의 상관이 .606으로 가장 높았고, ‘평가 결과 활용’과의 상관이

.486으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평가 가치 인식’과의 상관이 .335로 가장

낮았다.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이 약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학생이 평가 요

구를 이행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그 평가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평

가의 결과를 활용하려는 의지는 비교적 낮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업참여 하위영역과 평가주도학습 전체 및 하위영역의 상관을 살펴

보면, 인지적 참여와 평가주도학습 전체의 상관은 .561, 정의적 참여와

평가주도학습 전체의 상관은 .499로 나타나, 정의적 참여보다 인지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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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평가주도학습과 더 높은 상관을 가졌다.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

여 모두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가치 인식’의 순으로

평가주도학습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참고로, 평가주도학습의 ‘평가 요구 이행’은 인지적 참여와의 상관이

.618, 정의적 참여와의 상관이 .499로 나타나, 정의적 참여보다는 인지적

참여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반면, ‘평가 가치 인식’은 인지적 참

여와의 상관이 .300, 정의적 참여와의 상관이 .313으로 나타나, 인지적 참

여보다는 오히려 정의적 참여의 효과가 드러나는 영역이다.

3)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Ⅴ-4> 참조). 평

가주도학습 전체 및 하위영역과 전체 및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425

로,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표 Ⅴ-2> 참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과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00, 영어 교과에서 .380, 수학 교과에서 .343, 사회 교과에서 .345, 과학

교과에서 .358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
전체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전체 .425*** .287*** .475*** .293***

교과별
학업성취

국어 .400*** .254*** .470*** .268***

영어 .380*** .290*** .382*** .275***

수학 .343*** .257*** .379*** .219***

사회 .345*** .157*** .433*** .261***

과학 .358*** .214*** .40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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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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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도학습 하위영역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평가 가치 인식’이나 ‘평가 결과 활용’보다 ‘평가 요구 이행’이 학업성취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평가 가치 인식’과 ‘평가 결과 활용’은 학업성취

와의 상관이 0.3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평

가 가치 인식’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287이었고,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상

관은 .157~.290 범위에 분포하였다. ‘평가 요구 이행’과 학업성취의 상관

은 .475이었고,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상관은 .379~.470 범위에 분포하였

다. ‘평가 결과 활용’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293이었고, 교과별 학업성취

와의 상관은 .219~.275 범위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드백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이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

관을 보인 반면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학업성취와 부적

인 상관을 보였다는 Brown 외(2016)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들

은 그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피드백이 학업성취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이 신뢰하는 교수자, 채점자, 혹은 동료로부

터 피드백을 받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고, 학생이 외부로부터의 피드백

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가 이를 탐구하고(interrogate) 내면화

(internalize)하여 자신의 형성적인 실천(formative action)을 이끌어나가

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Brown 외(2016)는

학생들에게 결론이 내려진 피드백을 직접 건네주는 대신 학생들로 하여

금 스스로 앞으로의 학습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분석하고 제

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을 지필고사와 관련된 상관

과 수행평가와 관련된 상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주도학

습과 학업성취 모두 지필고사 관련 부분과 수행평가 관련 부분으로 구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지필고사주도학습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 그리고 수행평가주도학습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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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필고사주도학습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

지필고사주도학습 전체 및 하위영역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은 다음

과 같다(<표 Ⅴ-5> 참조). 지필고사주도학습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상관계수는 .511이었다. 교과별로는 국어

교과에서 .469, 영어 교과에서 .431, 수학 교과에서 .425, 사회 교과에서

.331, 과학 교과에서 .435로 나타났다.

지필고사주도학습의 하위영역들은 지필고사 점수와의 상관에서 약간

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요구 이행’이 ‘평가 가치 인식’이나 ‘평가 결과 활용’보

다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평가 가치 인식’과 ‘평가 결

과 활용’도 전체 지필고사 점수는 물론 대부분 교과의 지필고사 점수와

0.3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가치 인식’과 지필고사 점

수의 상관은 .385이었고, 교과별로는 180~.365 범위에 분포하였다. ‘평가

요구 이행’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은 .489이었고, 교과별로는 .356~.469

범위에 분포하였다. ‘평가 결과 활용’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은 .398이었

고, 교과별로는 .286~.368 범위에 분포하였다.

지필고사주도학습

지필고사 점수
전체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전체 .511*** .385*** .489*** .398***

교과별
학업성취

국어 .469*** .336*** .469*** .365***

영어 .431*** .349*** .389*** .335***

수학 .425*** .365*** .400*** .295***

사회 .331*** .180*** .356*** .286***

과학 .435*** .307*** .409*** .368***

*** p<.001

<표 Ⅴ-5> 지필고사주도학습과 지필고사 점수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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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평가주도학습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

수행평가주도학습 전체 및 하위영역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은 다음

과 같다(<표 Ⅴ-6> 참조). 수행평가주도학습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상관계수는 .173이었다. 교과별로는 국어

교과에서 .190, 영어 교과에서 .193, 수학 교과에서 .131, 사회 교과에서

.243, 과학 교과에서 .116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주도학습의 하위영역들은 수행평가 점수와의 상관에서 차이

를 보였다. ‘평가 요구 이행’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 ‘평가 가치 인식’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 활용’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은 영어와 사회

교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행평가주도학습

수행평가 점수
전체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전체 .173*** .015*** .337*** .057***

교과별
학업성취

국어 .190*** .051*** .334*** .064***

영어 .193*** .057*** .254*** .129***

수학 .131*** -.009*** .235*** .076***

사회 .243*** .042*** .370*** .147***

과학 .116*** -.017*** .233***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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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수행평가주도학습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

앞서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표 Ⅴ-1> 참조)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수행평가 점수는 지필고사 점수에 비해 표준편차가 현저히 작

아서 수행평가주도학습과의 관계가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수

학 교과와 과학 교과에서는 91.4%와 37.2%의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만

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수행평가주도학습과의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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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음수로 추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주도

학습의 하위영역에 따른 수행평가 점수와의 상관의 차이, 그리고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주도학습과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해

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먼저,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에서 평가주도학

습의 하위영역에 따른 상관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필고사 점

수는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의 하위영역들

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인 반면, 수행평가 점수는 ‘평가

가치 인식’이나 ‘평가 결과 활용’보다 ‘평가 요구 이행’의 하위영역과의

상관이 더 높았다. 한편, 영어 교과와 사회 교과에서는 예외적으로 수행

평가주도학습 전체는 물론 ‘평가 요구 이행’과 ‘평가 결과 활용’ 모두 수

행평가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앞서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업참여와 학업

성취,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 그리고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가 대체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업참여, 평

가주도학습,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탐구하기 위해. 구

체적으로는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평가주도학습

이라는 연구 가설을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아래 [그림 Ⅴ-1]의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설정하였다. 이 구조방정식 모형은 컴퓨터 프

로그램 Amos 25.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라는 잠재변인을 나타내는 관측변인

을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항묶음 혹은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의

한 방법인 내용묶음(content parce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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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내용묶음방법은 이론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2개 이상의 문항들을

평균하여 하나의 문항묶음으로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는 것으로, 위계적

요인 모형에서는 하위 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하나의 문항묶음으로 만드

는 것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내용묶음방법은 모형의 간명성 확보, 모수와

적합도 추정의 안정화, 문항 간 이질성 완화 등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된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에 대해서는 척도의 비

연속성을 완화시킴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이

점을 갖는다.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에 최대우도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모형에 투입되는 관측변인들이 연속적이면서 다변량 정규성

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용묶음방법이 이점을 가진다(오숙영,

2017; Afifi & Olson, 2005; Bandalos, 2002; Landis et al., 2000).

따라서 잠재변인 수업참여의 관측변인으로는 2개 하위영역(인지적 참

여, 정의적 참여) 각각에 해당하는 5개 문항들을 평균한 값들을 측정변

인으로 투입하였고, 마찬가지로 잠재변인 평가주도학습의 관측변인으로

는 3개 하위영역(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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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5개 문항들을 평균한 값들을 측정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평

가주도학습의 각 하위영역은 ‘지필고사’에 대한 문항 3개와 ‘수행평가’에

대한 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세부영역을 모

형 상에 드러낼 수도 있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고 하위영역

별 5개 문항을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구분 없이 평균하여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의 관측변인으로 투입된 변인에 따라 모형은 여

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섯 교과의 교과별 전체 점수들을

학업성취의 관측변인으로 투입한 ‘전체 모형’([그림 Ⅴ-2] 참조)과 각 교

과의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 점수를 각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의 관측변인

으로 투입한 ‘교과별 모형’([그림 Ⅴ-3], [그림 Ⅴ-4], [그림 Ⅴ-5], [그림

Ⅴ-6], [그림 Ⅴ-7] 참조)을 분석하였다. ‘전체 모형’은 수업참여와 평가

주도학습이 전반적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가정 하에,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교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과별 모형’을 분

석하였다. 따라서 ‘전체 모형’은 교과별로 수행평가 점수와 지필고사 점

수를 내신 성적에의 반영 비율대로 합산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체 점수를 학업성취의 관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자세한 산출식은 <표

Ⅴ-1> 참조). 한편 ‘교과별 모형’은 각 교과의 수행평가 점수와 지필고사

점수를 학업성취의 관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1) 모형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표 Ⅴ-7> 참조). 모든 교

과에서 카이제곱( 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1) 모형과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지만,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

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

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모형에서 CFI와 TLI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

도가 양호하였다. RMSEA의 경우, 과학 교과에서는 0.08 이하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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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지만, 나머지 교과에서는 0.08 이상 0.10 미

만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전체  2(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전체 48.956(17)*** 0.974 0.957 0.076 (0.052~0.102)

국어 39.568(11)*** 0.964 0.932 0.090 (0.060~0.120)

영어 43.802(11)*** 0.963 0.929 0.096 (0.067~0.127)

수학 37.488(11)*** 0.963 0.929 0.086 (0.057~0.117)

사회 40.818(11)*** 0.961 0.926 0.091 (0.063~0.122)

과학 31.357(11)*** 0.974 0.950 0.076 (0.045~0.107)
*** p<.001

<표 Ⅴ-7> 모형의 적합도 지수

2) 모수 추정치

분석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전체 모형’과 ‘교과별 모형’에 대한 설명은 이전 쪽 본문 내용 참조). 그

림에는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표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전체 모형의 경우,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751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327로, 수업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인 0.280보다 크게 나타났

다(<표 Ⅴ-8>과 [그림 Ⅴ-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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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73*** 0.751

수업참여 → 학업성취 4.392*** 0.280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5.720*** 0.327

요인

부하

량

수업참여
→ 인지적 참여 1.000*** 0.913

→ 정서적 참여 0.873*** 0.736

평가주도학습

→ 평가 가치 인식 0.577*** 0.554

→ 평가 요구 이행 1.000*** 0.872

→ 평가 결과 활용 0.862*** 0.713

학업성취

→ 국어 0.947*** 0.905

→ 영어 1.000*** 0.812

→ 수학 0.840*** 0.774

→ 사회 0.580*** 0.787

→ 과학 0.719*** 0.856
* p<.05, ** p<.01, *** p<.001

<표 Ⅴ-8> 전체 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Ⅴ-2] 전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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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의 경우,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753으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412로, 수업참

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인 0.250보다 다소 크게 나타

났다(<표 Ⅴ-9>, [그림 Ⅴ-3] 참조).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80*** 0.753

수업참여 → 학업성취 6.201*** 0.250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11.309*** 0.412

요인

부하

량

수업참여
→ 인지적 참여 1.000*** 0.909

→ 정의적 참여 0.879*** 0.739

평가주도학습

→ 평가 가치 인식 0.572*** 0.552

→ 평가 요구 이행 1.000*** 0.876

→ 평가 결과 활용 0.854*** 0.709

학업성취
→ 수행평가 0.101*** 0.599

→ 지필고사 1.000*** 0.794
* p<.05, *** p<.001

<표 Ⅴ-9> 국어 교과 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Ⅴ-3] 국어 교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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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의 경우,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761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257로, 수업참여

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인 0.337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

다(<표 Ⅴ-10>, [그림 Ⅴ-4] 참조).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76*** 0.761

수업참여 → 학업성취 11.266*** 0.337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9.688*** 0.257

요인

부하

량

수업참여
→ 인지적 참여 1.000*** 0.894

→ 정의적 참여 0.909*** 0.751

평가주도학습

→ 평가 가치 인식 0.613*** 0.572

→ 평가 요구 이행 1.000*** 0.847

→ 평가 결과 활용 0.917*** 0.736

학업성취
→ 수행평가 0.119*** 0.806

→ 지필고사 1.000*** 0.783
* p<.05, ** p<.01, *** p<.001

<표 Ⅴ-10> 영어 교과 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Ⅴ-4] 영어 교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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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의 경우,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758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360으로, 수업참

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인 0.425보다 다소 작게 나타

났다(<표 Ⅴ-11>, [그림 Ⅴ-5] 참조).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80*** 0.758

수업참여 → 학업성취 9.968*** 0.425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9.418*** 0.360

요인

부하

량

수업참여
→ 인지적 참여 1.000*** 0.903

→ 정의적 참여 0.892*** 0.744

평가주도학습

→ 평가 가치 인식 0.589*** 0.560

→ 평가 요구 이행 1.000*** 0.864

→ 평가 결과 활용 0.879*** 0.720

학업성취
→ 수행평가 0.058*** 0.413

→ 지필고사 1.000*** 0.560
* p<.05, *** p<.001

<표 Ⅴ-11> 수학 교과 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Ⅴ-5] 수학 교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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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과의 경우,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752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535로 나타났다.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Ⅴ-12>, [그림 Ⅴ-6] 참조).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87*** 0.752

수업참여 → 학업성취 3.058*** 0.147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12.175*** 0.535

요인

부하

량

수업참여
→ 인지적 참여 1.000*** 0.908

→ 정서적 참여 0.881*** 0.739

평가주도학습

→ 평가 가치 인식 0.552*** 0.538

→ 평가 요구 이행 1.000*** 0.886

→ 평가 결과 활용 0.838*** 0.704

학업성취
→ 수행평가 0.094*** 0.666

→ 지필고사 1.000*** 0.619
*** p<.001

<표 Ⅴ-12> 사회 교과 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Ⅴ-6] 사회 교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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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과의 경우,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754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표준화계수가 0.248로, 수업참여

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계수인 0.459보다는 다소 작게 나타

났다(<표 Ⅴ-13>, [그림 Ⅴ-6] 참조).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구조

계수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69*** 0.754

수업참여 → 학업성취 12.700*** 0.459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7.718*** 0.248

요인

부하

량

수업참여
→ 인지적 참여 1.000*** 0.910

→ 정서적 참여 0.877*** 0.738

평가주도학습

→ 평가 가치 인식 0.589*** 0.558

→ 평가 요구 이행 1.000*** 0.862

→ 평가 결과 활용 0.886*** 0.724

학업성취
→ 수행평가 0.044*** 0.617

→ 지필고사 1.000*** 0.678
* p<.05, ** p<.01, *** p<.001

<표 Ⅴ-13> 과학 교과 모형의 모수 추정치

[그림 Ⅴ-7] 과학 교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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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는 수업참여가 직접적으로 학

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직접효과’와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간접효과’로 구분된다. 모형

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산한 총 효과의

표준화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Ⅴ-14> 참조).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전체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0.751 - 0.751

학업성취 0.280 0.246 0.526

국어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0.753 - 0.753

학업성취 0.250 0.310 0.560

영어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0.761 - 0.761

학업성취 0.337 0.196 0.533

수학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0.758 - 0.758

학업성취 0.425 0.273 0.698

사회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0.752 - 0.752

학업성취 0.147 0.402 0.549

과학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0.754 - 0.754

학업성취 0.459 0.187 0.646

<표 Ⅴ-14>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업참여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접효과는 붓스트래핑 검증으로,

간접효과는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평가주도학습은 부분적

인 매개효과를,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평가주도학습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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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참여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 검증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에 대해 붓스트래핑 검

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비표준화계수가 4.392,

표준화계수가 0.280이었고,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도

비표준화계수 1.183~7.901, 표준화계수 0.064~0.472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과별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의 비

표준화계수가 6.201, 표준화계수가 0.250이며,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 -0.276~13.333, 표준화계수 -0.009~0.511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11.266이고, 표준화계수

가 0.337이었는데,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

계수 2.806~20.252, 표준화계수 0.064~0.562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9.968이고, 표준화계수

가 0.425이었는데,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

계수 2.641~18.232, 표준화계수 0.122~0.727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교과의 경우,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표 Ⅴ-12> 참조), 직접효과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직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3.058, 표준화계수

가 0.147이고,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

-3.315~9.566, 표준화계수 -0.167~0.395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었으므

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과학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12.700이고, 표준화계수

가 0.459이었는데,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

계수 4.413~20.188, 표준화계수 0.124~0.687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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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참여의 학업성취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하여 Sobel 검증(<표 Ⅴ-15> 참조)과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obel
통계값

전체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73 0.060

3.037***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5.720 1.813

국어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80 0.060

3.232***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11.309 3.354

영어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76 0.061

2.087***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9.688 4.559

수학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80 0.060

2.117***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9.418 4.371

사회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87 0.061

3.585***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12.175 3.219

과학
수업참여 → 평가주도학습 0.669 0.059

1.847***
평가주도학습 → 학업성취 7.718 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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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5>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전체 모형에서 간접효과는 비표준화계수가 3.850, 표준화계수가 0.246

이었고, Sobel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

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 1.656~7.005, 표준화계수 0.110~0.430

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과별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교과의 경우, 간접효과의 비

표준화계수가 7.690이고, 표준화계수가 0.310이었는데, Sobel 통계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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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수 3.255~14.123, 표준화계수 0.121~0.558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영어 교과의 경우,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6.549이고, 표준화계수

가 0.196이었는데, Sobel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붓스트래핑 결

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가 0.599~14.021, 표준화계수

가 0.011~0.385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

수학 교과의 경우,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6.402이고, 표준화계수

가 0.273이었는데, Sobel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붓스트래핑 결

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가 0.597~13.583, 표준화계수

가 0.025~0.539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

사회 교과의 경우,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8.368이고, 표준화계수

가 0.402이었는데, Sobel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붓스트래핑 결과

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가 4.547~14.967, 표준화계수가

0.210~0.668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

과학 교과의 경우,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5.163이고, 표준화계수

가 0.187이었는데,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 검증이 상반된 결과를 도출

하였다. Sobel 통계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95% 신뢰구간은 비표준화계수가 0.213~12.489, 표준화계

수가 0.006~0.442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붓스트래핑 결과로 도출된 표준화계수 신뢰구

간의 하한값이 0에 근사하고, Sobel 검증 결과와 붓스트래핑 결과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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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 검증

학업성취에 대한 수업참여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론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모형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였다. 총 효과의 표준화계수가 0.526이므로 평가주도학습에 의

한 간접효과가 총 효과의 46.8%를 차지하였다.

교과별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평가주도학

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완전하게 매개하였다. 총 효과의 표준화계

수가 0.560이므로,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총 효과의 55.4%를

차지하였다.

영어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총 효과

의 표준화계수가 0.533이므로,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총 효과

의 36.8%를 차지하였다.

수학 교과의 경우에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총

효과의 표준화계수가 0.698이므로,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총

효과의 39.1%를 차지하였다.

사회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완전

하게 매개하였다. 총 효과의 표준화계수가 0.549이므로,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총 효과의 73.2%를 차지하였다.

과학 교과의 경우,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간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매

개하지 않았다. 총 효과의 표준화계수가 0.646인데, 총 효과의 71.1%를

수업참여에 의한 직접효과가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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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종합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조계수로 드러난 변인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

형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05), 사회 교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준화계

수는 전체 모형에서 .280, 국어 교과에서 .250, 영어 교과에서 .337, 수학

교과에서 .425, 과학 교과에서 .459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는 전

체 모형과 전 교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p<.01), 표준화계수가 전체

모형에서 .751, 국어 교과에서 .753, 영어 교과에서 .761, 수학 교과에서

.758, 사회 교과에서 .752, 과학 교과에서 .754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

체 모형과 전 교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p<.05), 표준화계수가 전체

모형에서 .327, 국어 교과에서 .412, 영어 교과에서 .257, 수학 교과에서

.360, 사회 교과에서 .535, 과학 교과에서 .24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참여가 학업성

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수

업참여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는 전체 모형과 영어, 수학, 과학 교

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5), 표준화계수는 전체 모형에

서 .280, 영어 교과에서 .337, 수학 교과에서 .425, 과학 교과에서 .459로

나타났다.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전체 모형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p<.05), 표준화계수는 전체 모형에서 .246, 국어 교과에서 .310,

영어 교과에서 .196, 수학 교과에서 .273, 사회 교과에서 .402, 과학 교과

에서 .187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체 모형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고,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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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의 46.8%를 차지하였다. 나아가, 평가

주도학습은 교과별로 차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어와

사회 교과 모형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을 완전 매개하였고, 영어와 수학 교과 모형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

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으며, 과학 교과에서

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하

였다. 평가주도학습의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된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는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

의 55.4%와 73.2%를 차지하였고, 평가주도학습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

된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는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간접효과가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의 36.8%와 39.1%를 차지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해석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교과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

저,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난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는 수업참여를 통해 평가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질 내용과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전략

을 구사하는 것이 학업성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에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수업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 그것이 평가주도학습

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특히, 국어와 사회는 교과 특성상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합의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채택되는 관점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

생들은 수업참여를 통해 자신을 담당하는 교사의 아젠다, 즉 교사가 어

떠한 관점을 채택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사의 아젠다를 자신의 아젠다로 수용하여 학습에 적용시키

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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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는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

을 촉진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업참여가 평가

주도학습을 거치지 않고도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평가주도학습이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만큼 학업성취에 대해 결

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영어와 수학 교과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적 정서(즐거움, 자부심, 안도감, 희망)보다 부적 정

서(분노, 수치심, 불안, 슬픔, 좌절감, 지루함)를 많이 경험하는 교과이며,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학 교과에 대한 부적 정서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아,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영

어와 수학의 내신 성적은, 국어나 사회의 내신 성적과 달리, 당장에 닥친

지필고사나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점수가 급격하게 향

상되지 않고,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영어와 수학 실력에 의

해 결정되는 경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 초점을

둔 학습으로서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과학 교과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학 교과

의 학업성취도가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신현숙, 류정희, 안정은, 2010)와 일관되는 측면이 있

다. 자신의 지적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과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간에 과학 교과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신현숙 외(2010)의 주장은 학생

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평가를 위해 학습하지 않아도 과학 교과에

있어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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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을 ‘평가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평가주도학습이 수

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매개하는지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고등학생의 수업참여는 평가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등학생의 평가주도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고등학생의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주도학습이

매개한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와 전문가협의회 실시를 통해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개발하고 각 척도를 예비검사 실시 및 분석 등을

통해 타당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업참여 척도’는 ‘인지적 참여’와 ‘정의

적 참여’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평가주도학습 척도’는 ‘평가

가치 인식’,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

성하였다. 척도들의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가 모두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수업참여 척도’와 ‘평가주도학습 척도’를 사용한 본검사를

실시하여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업성취

에 대한 자료로는 주요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지필고사

성적과 수행평가 성적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00 -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업참여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 수업참여와 학업성취의 상관은 .4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수업참여와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03, 영어 교과에

서 .390, 수학 교과에서 .345, 사회 교과에서 .343, 과학 교과에서 .395로

나타났다. 수업참여의 하위영역별로는 ‘인지적 참여’가 ‘정의적 참여’보다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수업참

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형과 국어, 영

어, 수학, 과학 교과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5), 표준화계

수가 전체 모형에서 .280, 국어 교과에서 .250, 영어 교과에서 .337, 수학

교과에서 .425, 과학 교과에서 .459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 교과에서의

해당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수업참여는 평가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업참여와 평가주도학습의 상관은 .5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1). 평가주도학습의 하위영역별로는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가치 인식’의 순으로 수업참여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평가

요구 이행’과 ‘평가 결과 활용’은 ‘인지적 참여’와, ‘평가 가치 인식’은 ‘정

의적 참여’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도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형과 모든 교과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표준

화계수가 전체 모형에서 .751, 교과별로는 국어 교과에서 .753, 영어 교과

에서 .761, 수학 교과에서 .758, 사회 교과에서 .752, 과학 교과에서 .754

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평가주도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평가주도학습과 학업성취의 상관은 .4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1). 평가주도학습과 교과별 학업성취의 상관은 국어 교과에서

.400, 영어 교과에서 .380, 수학 교과에서 .343, 사회 교과에서 .345, 과학

교과에서 .358로 나타났다. 평가주도학습의 하위영역별로는 ‘평가 요구

이행’이 ‘평가 결과 활용’이나 ‘평가 가치 인식’보다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에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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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가 전체 모형과 모

든 교과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5), 표준화계수가 전체

모형에서 .327, 교과별로는 국어 교과에서 .412, 영어 교과에서 .257, 수학

교과에서 .360, 사회 교과에서 .535, 과학 교과에서 .248로 나타났다.

넷째,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추정된 직접효과(수업참여→학업성취)와 간접효

과(수업참여→평가주도학습→학업성취)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수업참여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는 전체 모형과 영어, 수학, 과학 교과 모형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p<.05),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전체 모형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직접효과의 표준화계수는 전체에서 .280,

영어 교과에서 .337, 수학 교과에서 .425, 과학 교과에서 .459로 나타났으

며,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는 전체 모형에서 .246, 국어 교과에서 .310,

영어 교과에서 .196, 수학 교과에서 .273, 사회 교과에서 .402, 과학 교과

에서 .187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체 모형에서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학업성

취에 대한 수업참여의 총 효과의 46.8%를 차지하였다. 나아가, 평가주도

학습은 교과별 모형에서 차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어

와 사회 교과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을 완전 매개하였고, 영어와 수학 교과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

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으며, 과학 교과에서는 평가

주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하였다.

평가주도학습에 의한 매개효과가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총 효과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가주도학습의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된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 55.4%와 73.2%, 평가주도학습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된

영어와 사회 교과에서 36.8%와 3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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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매개하

는 중요한 변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주도학습을 촉진하

는 교수 및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 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는 평가주도학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업참여는 ‘평가

요구 이행’,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가치 인식’의 순으로 평가주도학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평가의 요

구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평가가 지니는 교육적

인 가치를 인정하거나 평가의 결과를 학습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지적 참여’는 ‘평가 요구

이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의적 참여’는 ‘평가 가치 인식’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지적 참여’

와 ‘정의적 참여’를 균형 있게 강조함으로써 ‘평가 요구 이행’은 물론 ‘평

가 가치 인식’과 ‘평가 결과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해당 학교의 수업이 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개연성이 높다. 수업이 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되

어 있어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평가와 적절하게 연계된 수업에 참여할 때

학생은 평가의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의 요구를 파악하여 자신의 학습에

반영하는 평가주도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이원재 외, 2016; 조수영,

2017),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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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연구는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수업에 대한

학생의 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촉진함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다(Brown & Hirschfeld, 2008; 2009; Brown

et al., 2016; Elwood et al., 2017; Lynam & Cachia, 2018). 그리고 ‘평가

가치 인식’이나 ‘평가 결과 활용’보다 ‘평가 요구 이행’이 학업성취와 상

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가 가치 인

식’과 ‘평가 결과 활용’은 평가의 목적, 취지, 내용, 결과가 유의미하고 유

용하다고 생각하는 수용적인 태도에 기반하는 반면, ‘평가 요구 이행’은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자신의 학습에 대한 안내(guidance)로서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평가 가치

인식’이나 ‘평가 결과 활용’보다 ‘평가 요구 이행’이 학업성취와 높은 상

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학생이 평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그

칠 것이 아니라, 평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나갈 방

안을 주도적으로 숙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겨야 비로소 실제적인

학업성취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평

가를 통해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 학생 스스로가 평가에 대한

주체성(agency)을 확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격려해야 학

습을 위한 평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함은혜, 2018; Harrison et al., 2016).

셋째, 전체 모형 및 교과별 모형(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도 평가주

도학습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는 연구 결과

는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

하는 학생이라도 수업에 대한 참여가 평가주도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수업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축소되어서 학업성취의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학생

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수업에 대한 참여를

통해 평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학습 전략을 구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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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체적으로 힘써야 하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평가의 요구

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평가를 매개로 한 학생과의 소통을 원

활하게 하고,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와 연계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더욱이 최근 박정(2017b) 등의 연구에서 평가의 요구와 그것을 충족

시키기 위한 학습에 대한 정보가 학생과 교사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학생과 교사는 학습의 방향과 과정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 및 교수 전략은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에 기여함

으로써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수업에 비추어 타당할 때에 달성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가 계획을 학생

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며, 수업과 연계된 지필고사나 수행평가를 실시하

고,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

지도록 만들 것을 요구받아 왔다(이원재 외, 2016). 하지만 선행 연구는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에 수반되어야 하는 학생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비

교적 적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

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이 연구 결과는, 학생들도 평가주도학

습을 통해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평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적인 노력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탐구로서 의미를 가진다(백순근,

채선희, 1998; Serafini, 2000).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를 매

개한다는 이 연구 결과는 교사와 학생이 평가를 매개로 학습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학습에 대한 합치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교육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의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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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다른 지역, 성별, 학년, 학교급, 학교유형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주도학습의 양

상과 수준은 성별, 학년, 학교급, 학교유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

로,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주도학습의 현황과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노현종, 손원숙, 2018; 윤연기, 김판희, 2012;

Hirschfeld & Brown, 2009).

둘째, 각 교과의 특성이나 교사의 특성이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

업성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

난 평가주도학습의 매개효과가 각 교과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

지, 아니면 해당 학교의 특정 교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보다 엄

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사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기간을 확장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한 학기의

기간 내에서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므로, 수업참여가 평가주도학습

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의 인과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평가주도학습이 수업

참여의 결과변인이 아닌 예측변인으로 성립할 가능성, 평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의 예측변인이 아닌 결과변인으로 성립할 가능성 등에 대한 선

행 연구로부터의 간접적 근거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조영민, 손원숙,

2018; Brookhart & Bronowics, 2003; Brown & Hirschfeld, 2007; Moni

et al., 2002; Struyven et al., 2005),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

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주도학습이 발생하는 배경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

한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평가주도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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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에 의해 촉발되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만을 제한적으

로 탐구하였으므로, 평가주도학습이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성과는 수업참

여나 학업성취 외의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평

가주도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

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참고로, Senko 외

(2011)는 학업성취는 수행목표에 의해 예측되지만, 학업동기, 만족, 긍정

적인 정서는 숙달목표에 의해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학생에게 적응적이라고 제언하였

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평가주도학습이 수업참여와 학업성취 이외

에 수업만족도, 학교만족도, 행복감, 교사-학생 관계 등의 변인들과 가지

는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평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한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를

대상으로 수업참여, 평가주도학습,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

만 학생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평가에 참여하기도 하고, 단위학교 수준을 벗어나

전국 수준에서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 수준에서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에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평가들을 대상으로

평가주도학습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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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research have proved the association between class en-

gagement (CE) and academic achievement (AA). However, the mech-

anism of learning through which they are related has yet to be thor-

oughly studied. In this study, it was postulated that the learning

mechanism would orient towards assessment. It is well known that

learning is driven by assessment, but as ‘assessment for learning’ has

become the leading paradigm in educational assessment, the focus of

research has shifted from teachers to students (or from instructors to

learners). Students recognize assessment in manifold ways, which as

a result differentiate educational outcome. To this poin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learning is oriented towards assessment,

how it is facilitated, and to what it con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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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ssessment-oriented learning (AOL) is defined as a

self-directed effort to distinguish assessment demands of teachers and

fulfill them in a strategic manner. Furthermore, the model where CE

promotes AOL and AOL improves AA was empirically examined. The

model is plausible as it can be hypothesized that students who are

devoted to class engagement would be able to identify the assess-

ment demands of teachers based on the cues directly and indirectly

conveyed during class, develop and practice effective learning strat-

egies to fulfill these demands, and eventually attain better academic

achievement.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to prove such hypothesis

are as follows:

1. How does class engagement affect academic achievement?

2. How does class engagement affect assessment-oriented learning?

3. How does assessment-oriented learning affect academic achieve-

ment?

4. Does assessment-oriented learning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

me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research took place. First, ‘Class Engagement Scale’ (CES) and

‘Assessment-Oriented Learning Scale’ (AOLS)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to measure the corresponding constructs. CES is composed

with ‘cognitive engagement’ and ‘affective engagement’, while AOLS

is composed with ‘recognizing the value of assessment’, ‘executing the

assessment demands’, and ‘utilizing the result of assessment’, and

each of these components included 5 items. The scales were devel-

oped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n were confirmed

for content validity by a group of experts. Moreover, construct val-

idity and reliability was confirmed by a pilo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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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of 335 female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 in Korea took

part in this study. This study lasted over a period of a semester, and

the semester consisted of 20 weeks. The participants’ CE was meas-

ured using CES at the 1/5 point of the semester, AOL was measured

using AOLS at the 3/5 point of the semester, and at the 5/5 point of

the semester, the final-term exam scores and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were collected to be used as an index of AA. The data was

then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to examine the rela-

tionship of CE, AOL, and A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CE and AA was statistically sig-

nificant (p<0.01, Pearson coefficient = .429). Among the components

of CE, ‘cognitive engagement’, rather than ‘affective engagement’,

demonstrated a higher correlation with AA. The SEM result also

suggested that the path from CE to A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standardized coefficient = 0.280), indicating that CE was pre-

dictive of AA.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CE and AOL was statistically sig-

nificant (p<0.01, Pearson coefficient = .578). The SEM result also

suggested that the path from CE to AO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standardized coefficients = 0.751), indicating that CE was

predictive of AOL.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AOL and AA was statistically sig-

nificant (p<0.01, Pearson coefficient = .425). Among the components

of AOL,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executing

the assessment demands’ and AA, which implies that in order to im-

prove ones’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should not only have pos-

itive attitudes towards assessments but also actually try to identify

the assessment demands of teachers and attune their learn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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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s them. Meanwhile, the SEM result also suggested that the path

from AOL to A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standardized

coefficients = 0.327), indicating that AOL was predictive of AA.

Forth, the total effect CE has on AA is comprised of direct effect

(CE → AA) and indirect effect (CE → AOL → AA), and these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re estimated by SEM. The statistical sig-

nificance of these effects were tested using Sobel test and boot-

strapping method, and the result showed that both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46.8% of the total ef-

fect was accounted for by a mediating effect of AOL. This implies

that AOL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CE has on AA,

In conclusion, this study determined with an empirical evidence that

the effect of CE on AA is partially mediated by AOL. Such result

implies that assessment-oriented learning is one of the mechanisms by

which students’ class engagement improves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lassroom activities be planned and op-

erated with the purpose to stimulate assessment-oriented learning. It

means that teachers should convey their assessment demands to their

students in a clear and communicative manner and retur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s as a form of customized feedback, whilst students

in respons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teachers’ cues of as-

sessment demands so that they are able to strategically attune their

learning to fulfill such demands. These ultimately allow assessments

to become an effective and efficient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which leads to better educational outcomes.

Keywords : class engagement, assessment-orien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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