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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과 그러한 접근
이 교육평가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Br onfenbrenner 의 생태
학적 환경과 Capr a의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① 교육평가의 의미, ② 교육평가의 목표 및 내용, 그리
고 ③ 교육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주는 시사점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시사
점은 ① 교육평가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② 교육평가의 목표가 한 줄 세우기 에서부터 여러 줄 세
기 로 전환되어야 함, ③ 교육평가의 내용이 학생 중심 에서부터 학생을 포함한 생태학적 환경 으로 확대되
야 하며, 결과적 지식 중심 에서 과정적 지식 중심 으로 전환되어야 함, ④ 교육평가의 방법 및 절차가 고
적 평가(st at ic assessment ) 에서 역동적 평가(dynamic assessment ) 로, 양적 방법 위주 에서 질적 방법
로 전환되어야 함, 그리고 ⑤ 새로운 유형의 타당도인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 idi ty ) 와 체제적
도(syst emic val idi t y) 가 중요시되어야 함 등이다.
주요어 : 교육평가, 생태학적 접근, 생태학적 타당도, 생태학적 환경, 학습

Ⅰ. 들어가는 말
학습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학습을 어떠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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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觀點)에서 보느냐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의 성격이나 방향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습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접근에서는 학습이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 다음 나중에 기억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에 따라 교육의 주
요 기능을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인지심리학적 접근에서는 학습을
학습자의 인지구조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재조직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주요
기능을 개별 학습자가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지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Baek, 1994). 이처럼 학습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평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에 대한 여러 관점들 중 비교적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그 중
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분야에서 다른 접근들(예: 심리측정학적 혹은 인지심리학적 접근들)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다
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많은 정책 속에는 생태학적인 사고가 편재되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종래의 교육평가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고찰해보고, 그러한 접근이 교육평가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환경과 Capra의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일반적 특성
을 제시할 것이다. 그 후에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① 교육평가의 의미, ② 교육평가의 목표
및 내용, 그리고 ③ 교육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주는 시사점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Ⅱ.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들
또한 다소 이질적이다. 다만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Nystrand,
Gamoran, & Carbonaro, 1998). 또한 생태학적 접근에서 학습이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그 대상이나 방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에 대한 적
응이란 동물이 그의 환경에서 어떤 목표(예: 일반적으로 음식을 찾거나 짝 찾기, 보금자리 짓기,
새끼 양육, 포식자를 회피하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되는 것)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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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먹이를 찾고 새끼를 기르는 행동과 같은 일종의 적응 활동이나 그에
대한 학습은 그 적응 대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
이 있다(Davey, 1989).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생태학
(ecology)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1930년대에 Kurt Lewin이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함
수라는 의미에서 B = f(P·E) 라는 공식을 제시한 이래로, 이러한 접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Bronfenbrenner, 1979). 참고로 전통적인 학습이론(예: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모든 상황(혹은 맥
락)에서 모든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학습의 법칙을 찾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
면, 생태학적인 접근에서는 어떤 상황(혹은 맥락)에서 특정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독특한 학습 대
상이나 방법을 찾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Davey, 1989). 즉, 학습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
나 법칙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독특한 전략이나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Urie Bronfenbrenner의 생
태학적 환경(혹은 체제, systems)과 Fritjof Capra의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이 분야에서 가장 선구적인 학자일 뿐만 아니
라 이들의 이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1. Br onfenbr enner 의 생태학적 환경
생태학적 환경(혹은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의 인간 발달을 강조한 Bronfenbrenner (1970, 1979,
1994)는 생태학적 환경이란 하나의 환경이 그 다음 환경 속에 내재하는 다층구조를 이루는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발달이나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학적 환경
을 크게 다섯 가지 체제(system)로 나누었다(<표 1> 참조).
<표 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분류
체제(system) 이름
미시체제(micr osystems )
중간체제(mesosystems )
외체제(exsosystems )
거시체제(macr osystems )
시간체제(chronosyst ems )

예시
학생이 속해있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놀이터 등
학생의 가정과 학교, 가정과 이웃, 학교와 이웃 등
학생의 가정과 부모의 직장, 학교와 부모의 친목단체 등
사회의 관습, 신념체계, 지식체계, 문화, 사회제도 등
사춘기의 시작, 사계절의 변화, 미국 뉴욕시의 테러사건 등

첫째, 미시체제(microsy stems)이다. 이는 특정 개인이 면대면(face to face)으로 직접 접하고 있
는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는 체제(혹은 환경)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속해있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놀이터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중간체제(mesosystems)이다. 이는 둘 이상의 미시체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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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복합적인 체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의 가정과 학교, 가정과 이웃, 학교와 이웃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외체제(exsosystems)이다. 이는 중간체제와 비슷하게 둘 이상의 하위 체제
로 구성된 복합적인 체제이나, 특정 개인이 적어도 하나의 하위 체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에
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체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의 가정과 부모의 직장, 학교와 지방
교육청, 학교와 부모의 친목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거시체제(macrosystems)이다. 이는 하위
체제들의 형태와 내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체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속한 사회의
관습, 신념체계, 지식체계, 문화, 사회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체제(chronosystems)
이다. 이는 어떤 개인이나 환경의 특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제를
말한다. 사춘기의 시작, 사계절의 변화, 미국 뉴욕시의 테러사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층구조를 갖춘 복잡한 생태학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의 학습사(學習史)는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학습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학적 환경과 개
개인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Bronfenbrenner(1970)는 미국과 소련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른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가정과 아동집단이라는
사회화의 두 체제(혹은 환경)로 나누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2. Capr a의 생태학적 접근
신(新) 과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Capra(1975, 1982, 1996)는, 전통적인 과학적(혹은 기계론적) 접
근과 대비하여 생태학적(혹은 체제적) 접근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표 2> 참조).
<표 2> 과학적 접근과 생태학적 접근의 비교
과학적(혹은 기계론적) 접근

생태학적(혹은 체제적) 접근

사고

-

합리적
분석적
환원론적
선형적

-

직관적
종합적
전일론적
비선형적

가치

-

확장적
경쟁적
양적
지배적

-

보존적
협동적
질적
협력적

내용

-

부분
구조
객관적 과학
지식: 건물에 비유
진리

-

전체
과정
인식적 과학
지식: 연결망에 비유
근사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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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ra는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의 사고(思考)가 합리적·분석적·환원론(還元論: reductionism)
적·선형적이라고 한다면, 생태학적 접근의 사고는 직관적·종합적·전일론(全一論: holism)적·
비선형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즉 생태학적 접근은 이 세계를 서로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라고 보는 환원론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보는 전일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생태학적 접근의 비선형적인 특징은 불교적인 인과관계의 설명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어떤 현상이 A → B → C → D 순으로 일어났다면, 선형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
하자면, A가 B의 원인이며, B는 C의 원인이고, C는 D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비선형적으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A가 D의 원인이 될 수 있고, C가 B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착
한 일을 하고(A) 손해를 본 후(B), 나쁜 일을 했더니(C) 이익을 얻었다(D)고 하자. 이때 선형적으
로 설명하는 경우 착한 일(A) → 손해(B), 나쁜 일(C) → 이익(D) 이 된다. 그러나 비선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착한 일(A) → 이익(D) 이 성립하기도 하며, 전생(前生)의 잘못(α) 이 원인이
되어 손해(B)와 나쁜 일(C) 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Capra는 과학적 접근의 가치가 확장적·경쟁적·양적·지배적인 것임에 비해 생태학적
접근의 가치는 보존적·협동적·질적·협력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생태학적 접
근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서로 다를 따름이라는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하
고, 또 상호 존중한다. 참고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경제학은 경쟁·확장·지배를 강조하지만,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생태학은 협동·보전·협력을 강조한다.
한편, Capra(1996)는 최근 과학적 접근에서 생태학적 접근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 전환의 주요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부분(part)에서 전
체(whole)로의 전환이다. 부분에 대한 특징은 전체의 역동성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
로 부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부분이라 칭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관계
의 그물망(w eb) 안에 있는 하나의 유형(pattern)일 따름이다. 부분과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는 Heisenberg (1969)가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구조(structure)에서 과정(process)으로의 전
환이다. 상호관계의 그물망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며, 구조란 변하는 과정에 대한 한 순간의 표현
형(manifestation)일 따름이다. 따라서 구조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 객관
적(objective) 과학에서 인식적(認識的: epistemic) 과학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자연 현상을 기술하
는 데는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사고나 가치에 대한 관점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지식
에 대한 은유가 건물(building)에서 연결망(network)으로 전환된다. 지식이란 건물과 같이 독립적
인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연결망과 같은 것이다. 다
섯째, 진리(truth)에서 근사적인 진술(approximate description)로의 전환이다. 모든 개념이나 이론
등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단지 근사값에 불과한 것이다. 흔히 가장
객관적이라 생각되었던 지각기능도 외부의 물체나 색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지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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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의 인지구조 속에서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일 뿐이다(Maturana & Varela, 1987).
이와 같이 생태학적 접근은 사고(思考)나 가치, 그리고 주요 내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각 분야에서 패
러다임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3.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일반적 특성
앞에서 언급한 바 생태학적 환경의 다층구조에 대한 Bronfenbrenner의 논의와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Capra의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 등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습
에 대한 생태학적인 접근은 전통적인 접근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인 접근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① 학습의 의미, ② 학습 목표 및 내용, 그리고 ③ 학습 방법 및 절
차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1) 학습의 의미
생태학적 접근에서 학습이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그 대상이나 방법은 상
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에너지와 더불어 정신적인 에너
지가 필요하다. 전자를 위해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 물질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듯이, 후자를 위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한다. 전자의 과정을 물질의 신진대
사라 한다면 후자의 과정을 학습이라 할 수 있다(한숭희, 2001). 때문에 학습이란 인간이 살아가
기 위해 호흡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 일상적인 인간사(人間事)이며, 살아있음을 나타내
는 본질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학습을 일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생태학적 접근은, 학습
을 연습, 훈련, 혹은 경험의 결과 일어나는 행동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로 파악한 전통적인 접
근(예: 행동주의적 접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학습의 발달은 개
개인이 생태학적 환경에 대해 더 체계적이면서도 타당한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또한 개개인
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환경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재구성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2) 학습 목표 및 내용
학습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의 목표가 된다. 이때 환경이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생태학적인 환경이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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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인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이다. 인류
의 역사란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문화적 진화의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이 생태학적 환
경을 이해하고,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순응해야할 때와 그 환경을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변화시켜
야 할 때를 슬기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들의 사회·문화적인 유산
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적응이나 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성인들의
사회·문화적인 유산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와 사회·문화적인 진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습 목표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접근
은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무관한 객관적·절대적 진리의 전수나 습득을 강조한 전통적인 접근
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은 각각 다르다.
때문에 개개인의 학습 목표 및 내용은 개인의 소질과 특성, 그리고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에 적합
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소질과 특성, 그리고 생태학적 환경에 따른 개별화된 교
수·학습 목표 및 내용의 제시가 바람직하다.

3) 학습 방법 및 절차
생태학적인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을 중요한 학습의 목표 또는 내용으로 파악하는
경우, 학습 방법 및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
히 배려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이 각기 다르고 생태학적인 환경도 서로 다르기 때문
에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야 하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끼리의 상
호작용 또한 중시해야 한다. 학습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예로는 Vygotsky의 발
달인접지역(ZPD: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론을 들 수 있다. Vygotsky는 ZPD 이론
을 통해 인간의 지식과 인지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지식과 인지 발달을 위해 성인이나 좀더 유능한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협동학습을 강조
하였다(백순근, 1999). 특히 생태학적 접근에 의하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은
배우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르치
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호혜적(相互互惠的, reciprocal) 관계는 동양의 고전 중 하나인 예기
(禮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 이라는 경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도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개별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접근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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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평가에 주는 시사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인 접근은 학습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교육
평가 분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을 ① 교육평가의 의미, ② 교육평가의 목표 및
내용, ③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평가의 의미에 주는 시사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학습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정신적 에너지를 얻기 위
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육이란 개개인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교육에서는 다층구조를 가진 개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히 조정·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평가도 주
어진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종래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주어진 여건
과 상황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선택 중 최선의 결정을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치판단을 하
는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넓은 의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개개인이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자
신의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조언·
충고하는 전문적인 활동이 곧 교육평가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교육평가가 학생을 점
수화·서열화하여 선발·분류하기 위한 선발형(選拔型) 평가로부터 학생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
도·조언·충고하기 위한 충고형(忠告型) 평가1)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예: 백순근,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한국교육평가학회, 2000)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2. 교육평가 목표 및 내용에 주는 시사
교육평가의 의미를 개개인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조언·충고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 할 때, 종래의 교육평가의 목표 및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
어야 한다.
우선 교육평가의 목표가 한 줄 세우기에서부터 여러 줄 세우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1) 충고형 평가라는 용어 대신 지도·조언형(指導·助言型)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와 사랑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교육적인 평가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도·조언형 평가라는 용어보다 충고형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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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인 사고와 경쟁적·지배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교육평가에서도 한 줄 세우기를 중시하
였다. 예를 들어 전국 공통의 선택형 시험을 치른 다음, 그 점수에 근거하여 한 줄로 세우는 것이
교육평가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비선형적 사고와 협동적·협
력적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교육평가에서도 다양한 가치척도에 근거하여 여러 줄 세우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로 교육부(1998)가 제시한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안에서 21세
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교육평가 방법의 다양
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한 것은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평가의 내용이 학생 중심에서부터 학생을 포함한 생태학적 환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종래의 교육평가는 주로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개별 학
생과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교육평가의 초점이
학생을 포함한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모든 환경
들간의 상호관련성(interrelationship)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
학교, 친구, 교외 활동 등과 같이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생태학적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Beach, 1996; Stiggins & Bridgeford,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의
성별 구성(예: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녀공학)이나 학급편성 방식(예: 남자반, 여자반, 남녀혼성반)
은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혹은 수업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또 학급의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힌 최혜정(2001)의 연구는 교육평가 연구에 많은 시사
를 준다.
셋째, 교육평가의 내용이 결과적 지식 중심에서부터 과정적 지식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종래의 교육평가는 주로 학생들의 결과적 지식(무엇에 대해 아는 것, 선언적 지식 혹은 내용적
지식이라고도 함)을 중심으로 그 습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기존의 결과적
지식이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일종의 근사값에 불과하다. 또한 개개인은 기존의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재구조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법 혹은 과정적 지식(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절차적 지
식 혹은 방법적 지식이라고도 함)을 중심으로 평가 해야한다.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육평가
는 개인이 인지적으로 아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Sternberg 외(2000)는 인지적으로 아는 것과 실
제로 적용하는 것 (혹은 할 줄 아는 것 )이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능
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학문적인 지능(academic intelligence)과 할 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실천적인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축구를 그 예로 들어볼 때, 학문적
지능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란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은 1904년에 창설되었
으며, 1930년부터 월드컵 축구경기가 시작되었다거나, 축구 골대의 높이는 244cm이고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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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cm라거나, 축구의 규칙이나 전략 등에 대해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
해 실천적 지능과 관련하여 할 줄 아는 것이란 실제로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트래핑, 드리
블, 패스, 슈팅 등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3.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에 주는 시사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육평가의 목적이 여러 줄 세우기로 전환되거나, 교육평가의 내용이 학생
을 포함한 생태학적 환경으로 확대되고 과정적 지식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경우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의 변화 혹은 재구조화도 불가피하다.
우선, 교육평가의 방법이 고정적 평가(固定的 評價: static assessment)에서 역동적 평가(力動
的 評價: dynamic assessment)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도·조
언·충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1회적으로 평가하는 고정적 평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개별 학생의 향상도(向上度)를 파악하고 성장·발전 과정에서 지도·조언·충고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두 시점 이상에서 평가하는 역동적 평가가 필요하다(Lidz, 1991). 생태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Vygotsky의 사회·문화적 접근(socio- cultural approach)에서도 지
능 혹은 학습능력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사회·문화적
인 환경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학생
과 학생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함께 사고나 인식
의 진화를 강조하는 Hawkins(1995)는 개인의 의식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층 높은 수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진화와 함
께 사회·문화적인 진화를 인정하고 개개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지도·조언·충고하기 위해서
는 향상도(혹은 변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역동적 평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평가의 방법이 양적(量的) 방법 위주에서 질적(質的) 방법 위주로의 전환되어야 한
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분석적·환원론적 사고나 양적 가치보다는 종합적·전일론적 사고와 질
적 가치를 중시한다. 때문에 교육평가에 있어서도 양적 방법을 활용한 평가보다는 질적 방법을
활용한 평가가 중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양적인 방법이란 주로 선택형이나 단답형 문항과 같이
개인의 응답에는 옳은 답과 틀린 답이 있다는 이분법적인 분류에 근거하여 학생의 선발이나 배
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반대로 질적인
방법이란 주로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 문항(예: 서술형 및 논술형, 면접 및
구술고사,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과 같이 학생들의 응답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개개인의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자의 질적 판단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교육평가에 주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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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적 방법을 활용할 때는 주로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인 측면에 대
한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점수 매기기나 등수 정하기식의 양적
인 측정에만 치중하여 평가한다. 반대로 질적 방법을 활용할 때는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인 측
면을 평가하고 그 과정의 개선을 도움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발달을 돕기 위함이 목
적이 된다. 특히 질적 방법을 활용하는 평가에서는 학생의 점수나 석차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
성이나 강·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그러므로 비록 정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생태학적 접근에 더 부합한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타당도, 즉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와 체제적 타당도(systemic
validity)의 검토가 필요하다. 학습에서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이 강조되면 될수록 교육평가에서는
생태학적 타당도와 체제적 타당도가 중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생태학적 타당도란, 평가의 내용이나 절차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피험자들의 사
회·문화적인 배경이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Wiggins, 1989).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에 관련된 지명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다거나 농촌 학생
들에게 도시생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태학적인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
성이 높다. 아울러 평가 과정이나 결과가 문화적 편견이나 성별, 인종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시·도 교육청 평가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평가를 시행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
적인 평가 준거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과 강원도 같은 농어촌 지역 간의
많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어느 지역이 불리하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생태학적인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시·도 교육청 평가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국가 단위의 평가에서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적인 차이나 특성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다면 이는 생태학적인 타당도를 중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체제적 타당도(systemic validity )란 어떤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체제(system) 전체에
교육적으로 이점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Frederiksen & Collins, 1989). 참고로
Messick(1989)은 평가의 시행이나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중
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체제적 타당도라는 용어 대신에 결과타당도(consequential
validity)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난
후, 학교 전체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체제적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평가나 학교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대비한 준비로 인해 오
히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소홀하여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면, 이 경우에
는 체제적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택형 학력검사가 학습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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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암기만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신장을 저
해하고 있다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시험의 체제적 타당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체제적 타당도는, 평가 방법이나 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 방법
이나 도구 그 자체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평가의 시행 방법이나 그 파급효과까지 포함하여 종
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Ⅳ. 맺는 말
이 세상에 생존하는 유기체들의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와 물질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생태학은,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호의존성, 자원의 순환적 흐름, 협동과 협력, 유연성, 다양성, 그리고 이 모
든 것들의 결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접근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
이하여 교육평가를 재구조화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교육평가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우선 교육평가의 의미가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선택 중 최선의 결정을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치판단을 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넓은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평가의 목표가 한 줄 세우기에서부터 여러 줄 세우기로 전환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셋째로, 교육평가의 내용이 학생 중심에서부터 학생을 포함한 생태학적 환경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결과적 지식 중심에서 과정적 지식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로, 교육평가의 방법 및 절차가 고정적 평가(static assessment) 에서 역동적 평가(dynamic
assessment) 로, 양적 방법 위주에서 질적 방법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형의 타당도인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 와 체제적 타당도(systemic
validity) 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일은 이미 교육부(1998)나 시·도교육
청(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1999, 2001), 그리고 한국교육평가학회(2000) 등에서 교육평가의 다양
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 속에 생태학적 사고가
직·간접적으로 편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공한다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교육 현장에 장착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새로이 확장된 교육평가의 의미 즉, 개개인이 다층구조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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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조언·
충고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교육평가의 의미가 일선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교육평가의
목적이나 내용, 방법이나 절차 등이 더욱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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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 c t

Implications of Ecological Approach to Learning for
Educational Evaluation

Ba e k, Sun-Ge un*2)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xamine ecological approach to learning, and also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evaluation. The ecological perspectives about learning
imply restructuring of educational evaluation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reviews both Bronfenbrenner's classifications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Capra's descriptions of ecological approach. General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approach to learning are also discussed. The second part describes implications of
ecological approach to learning for educational evaluation. The main implications are as
follows:
① The areas of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deepened as well as widened.
② The objectives of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more focused

on

both

individ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③ The contents of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more focused on 'process' than
'product' in education.
④ The methods of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more focused on qualitative
measure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measurement. In addition, they should be more
focused on dynamic assessment rather than static assessment in order to assess each
student' s progress.
⑤ Educational evaluation needs new strategies for test validity, such as ecological validity
or systemic validity.

Since these implications that come from ecological perspectives are quite critical matters
*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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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ptimum decision-making in education, they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Key Wor ds : Ecol ogi ca l

appr oach,

eva l ua t i on, Lear ni ng

Ecol ogi ca l

envi r onment ,

Ecol ogi ca l va l i di t y,

Edu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