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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의 도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 연구
이동현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국가의 교사, 학부모,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개념을 도덕과 평가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돕는 도
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목적은 도덕과 평가가
평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학습자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발달
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
로 한다.
최근 평가가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는 명시적 혹은 잠재적 영향
은 대안적인 평가에 주목하는 교육평가 연구자들에 의해 교육적
담론의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학
습을 위한 평가로서 형성평가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평가의
대안적 관점으로서 형성평가는 교실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를 구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식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과 동기의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형성평
가는 행정적 기능에 치중하던 전통적인 평가와 달리 평가개념을
확장함으로써 평가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
향에 대한 지각에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평가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영향이 평가결과의 활용, 해석 및 피드백에
달려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활용, 해
석 및 피드백 측면이 형성평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는 점에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평가 연구영역은 도덕과 평가결과의 활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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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양적 혹은 질적으로 발전해왔
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평가를 교육과정 안에 체계적으로 안착시
키는 문제와 다양하고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문제에 치중
해온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도덕과 평가 연구영역에서 평가결
과의 활용, 해석 및 피드백 측면은 당위적인 수준에서 다뤄지는데
그쳤으며, 도덕과 형성평가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지 못했다. 이는
많은 교육평가 연구자들이 평가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형성평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과 평가 연구의 발전을 위
해 해결되어야 할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심리학자

Carol.

S.

Dweck(2006)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자신의 지능, 도덕성, 도덕적 인성 등
개인적 속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Dweck은 개
인적 속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서로 대별되는 신념이 인지, 정
서, 행동적 측면의 개인차를 유발하고, 여러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행위양식을 설명하는 심리적 변인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해
왔다.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대상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누군가에 의해 제공된 피드백 속에 내
재해있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지지한다. 이는 도덕과 평가 과정에서 제공되는 피드백 속에
함축된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된 메시지가 학
습자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
히 Dweck은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이 사회
적 상황에서의 자기조절 역량의 약화, 대인관계 역량의 약화, 타인
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 보복 및 처벌지향적 판단, 공격성과 상관
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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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은 성장 마인드셋 발달이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을 토대로 성장 마인드셋의 도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교사의 평가
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은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제안한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평가관에의 적용 방안으로, 성장지향적인 평가를 위
한 원칙과 도덕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의 적용
방안으로, 준거참조평가의 ‘규준참조적 활용’을 경계하고 준거참조
평가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설명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결과 제공방식에의 적
용 방안으로, 의견 및 서술형 기술을 활용한 적용 방안과 문자 등
급을 활용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칭찬 피드백에의 적용
방안으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과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목록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성장 마
인드셋의 도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들은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
상, 결과타당도 향상, 도덕과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도덕과 평가, 형성평가, 피드
백, 칭찬
학

번 : 2017-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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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많은 국가의 교사, 학부모,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개념을 도덕과 평가
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돕는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마련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도덕과 평가가 평가자의 의도와 관계없
이 학습자의 도덕성(morality) 및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 발달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평가가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는 명시적 혹은 잠재적 영향은 대안
적인 평가에 주목하는 교육평가 연구자들에 의해 교육적 담론의 핵심적
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교육 연구자들은 평가의 새로운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로
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혹은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학습을 위한 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로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와 반대되는 개
념으로, Black(1986)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illiam,
2011: 39) 평가의 행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평가
를 통해 학습과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을 위한 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교수학습을 통한 교육적 결
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그 자체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골자
로 하는 개념이다.
학습을 위한 평가가 일종의 평가철학을 의미한다면, 형성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의 구체적인 과정 및 절차와 기능을 수행한다. 형성평가 개념
은 Balck과 Wiliam(1998a, 1998b)이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와 미국의
교육향상도 평가와 같은 대규모 표준화 및 고부담(high-stake)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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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성취수준을 높이려는 평가정책이 교수학습 과정을 등한시한 평가모
형에 근거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약 600여 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성평가의 효과와 영향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새롭게
재조명 되었다. 형성평가의 개념적 기원은 Scriven(1967)이 교육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로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구분하기 위해 사
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만, 최근 새롭게 재조명된 학습을 위한 평가로
서의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
식적 혹은 비공식적 형태의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Wiliam, 2011: 43).
이처럼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습을 위한 평가로
서 형성평가는 학습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McMillan, 2014), 학습자의 학업능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류, 서
열화, 진학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평가와 달리, 그
개념적 범주를 평가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장한
다(Black & Wiliam, 1998b; 김희경 외, 2014).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교
육평가개혁위원회(Assessment Reform Group: ARG)는 학습을 향상키기
위한 평가의 활용을 위한 5가지 요건 중 하나로 “학습에 중대한 영향을
갖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동기 모두에 미치는 평가의 근본적인 영향에 대
한 지각”을 제시하고 있다(Wiliam, 2011: 39).
이런 맥락에서 관련 연구자들은 형성평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으로서 평가결과의 활용, 해석 및 피드백(feedback)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박정, 박준형, 2011; 안희상, 손원숙, 2017; 지은림, 2010). 전통적으
로 학습자의 학습 결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정의되던 피드백은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과 함께 학습자의 성장과 발
달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자체를 의미
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된다(김희경 외, 2014: 16). 이처럼 교사와 학
생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고 내
재적 동기를 촉진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 개선의 효과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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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지은림,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과 달리, 도덕과 평가 연구영
역은 도덕과의 평가결과의 활용, 해석, 피드백 측면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과 평가의 기원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성취도와 학생의 생활 전반을 종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문교부,
1973: 14).”고 기술된 내용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다. 약 45년이 지난
현재,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도덕교육 연구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
으며 많은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지만(김국현, 2009: 24; 서강식, 2005:
155; 정창우, 2006: 2; 조난심, 1998: 192),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해왔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평가 연구의 발전은 도덕과 평가를 교육과정
안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키는 문제 혹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는데 치중 해온 측면이 있다. 전자는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방향
을 제시하는 연구(서강식, 2012; 유균상 외, 1991; 정창우, 2006; 조난심,
1998; 조난심·정재걸, 1985; 차우규, 1998), 도덕과의 평가준거 설정에 관
한 연구(김국현, 2009; 서강식, 2012; 유균상 외, 1991; 정창우, 2006; 조
난심, 1998; 조난심·정재걸, 1985),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관
한 연구(김국현, 2009; 김동창, 2015; 김현수 외, 2016; 윤현진 외, 2000;
조난심 외, 2009; 황인표, 2015; 황인표 외, 2013) 등으로 수행되었다. 후
자는 선다형 위주의 객관식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행평가 방안을 마
련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도덕과 평
가 개선 방안(황인표, 2005), 논술형 평가 방안(김국현, 2009), 다양한 수
행평가 방안(차우규 외, 2000; 정창우, 2007),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행평
가 방안(이인태, 201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거시적
인 관점에서 수행평가의 실태 및 효과, 실행타당도, 실행요인, 실행 검사
도구 등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손경원, 정창우, 2011, 2013; 정창우,
손경원, 2012, 2013).
그러나 도덕과 평가 영역에서 평가결과의 활용, 해석 및 피드백의 중요
1) 해당 내용은 제3장 제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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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절대적으로 무시되어 온 것은 아니다. 도덕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기술은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평가의 결과가 학생의 도덕적 생활에 연
결되도록 배려한다(문교부, 1981: 12).”고 기술됨으로써 처음 확인되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평가 결과는 기록, 보고,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
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
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
도록 한다(교육부, 1997: 44).”고 제시된 내용 이후로 현재까지 큰 차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도덕교육 연구자들은 평가결과 활용이 도덕
과 평가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김국현 외, 2013; 김봉
제, 2018; 김현수 외, 2016; 정창우, 2006; 조난심, 1998).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 상의 기술들과 연구자들의 주장들이 당위적인 차원
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덕과 평가 연구 영역은 평가결과를 활
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학습자에 따라 평가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지, 평가결과는 학습자의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형성평가 개념에 다시 주목하면서 평가결과의
활용, 해석 및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 도
덕과 평가 연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타당하고 효과적인 도덕과 형성평
가 방안을 마련하여, 도덕과 평가의 평가결과 활용, 해석, 피드백 측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심리학자 Carol S. Dweck(2006)의 ‘성
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Dweck(2006)에 따르면, 사람은 자아, 타인, 세계를 포함한 대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서로 대별되는 신념(beliefs)을 갖고 있다. 하나는 대상이
변화하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성장 마인드셋’이며, 다른 하나는 대상이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entity)라고 믿는 신념으로서 ‘고정 마인드셋
(fixed mindset)’이다. 이 두 가지의 대별되는 신념은 각 개인이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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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 귀인(attribution) 양식의 차이를 발생시
키는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인지,

정서,

행동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다(Dweck & Leggett,
1988; Hong et al., 1999). 예를 들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
의 지능(intelligence) 혹은 도덕적 인성과 같은 개인적 속성이 노력과 교
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지능 혹은 도덕적 인성과 같은 개인적 속성은 생물학적으로 혹은 환경적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다. 이러한 상반된 신념체계는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나 실패의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의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노력과 같은 학업적 혹은 도덕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들에 상반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고, 궁극
적으로 실제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Dweck과 동료들은 지능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이 부정행위
(cheating) 및 거짓말(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Mueller
& Dweck, 1998)과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도덕적 인성에 대
한 고정 마인드셋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조절의

약화(Molden &

Dweck, 2006),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Levy, Stroessner, & Dweck,
1998; Molden, Park, & Dweck, 2006; Plaks, Stroessner, Dweck, &
Sherman, 2001),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개선이 아닌 처벌
지향성(Chiu & Dweck, 1994; Dweck, Chiu, & Hong, 1995; Erdley &
Dweck, 1993), 타인에 대한 보복, 적대적 귀인(hostile attribution) 및 공
격성(Yeager, Miu, Power, & Dweck, 2013; Yeager, Trzesniewski, &
Dweck, 2013; Yeager, Trzesniewski, Tirri, Nokelainen, & Dweck,
2011)과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효
과들은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이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처럼 도덕교육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들은 마인드셋의 발달 경로가 교사의 평가에 의해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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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교사나 부모에 의해 비공식적 피드백의 형태로 제공되는
‘칭찬(priase)’의 유형이 아동 및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경로를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Gunderson, Gripshover, Romero, Dweck,
Goldin-Meadwo, & Levine, 2013; Mueller & Dweck, 1998). 뿐만 아니
라 아동은 미묘한 언어적 단서에 의해서 개념을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에
서 정의하도록 영향을 받았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또한 Haimovitz과 Dweck(2017: 1856)은 오늘날 아동들이 고부담 시험
(high-stake test)에서의 성공이 심충적인 학습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다뤄지는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평가 방식들은 학생들
이 학습이 아니라 시험 자체에 대해 공부하게 만들고, 교사들은 학습자
의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희생해서 학습자들 간의 수행비교에 초점을 두
게 만든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Dweck(2015: 242)은 “성장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
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교육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시간에 걸친 발달의 정도보다 현재의 고정된 능력에 평가의 초점을 둔다
면 학생들에게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매우 어려울 것이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Dweck, 2015: 244).
이상의 연구결과와 주장들은 교사가 사용하는 평가적 언어 혹은 교실에
서 수행되는 평가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
된 메시지의 잠재적인 영향력에 기초해있다. 즉 교사의 평가적 언어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평가는 학생이 특정 마인드셋에 관한 메시지를 학
습하도록 만듦으로써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도덕과 교사의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교육적 행위가 학습자
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학습자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발달을 위해 교사는
어떤 평가관을 가져야 하는지, 도덕과의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
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비공식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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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형성평가의 성패가 피드백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덕과 형성평가의 도덕성 및 도
덕적 인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의 발달 요인을 탐색하여,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탐색
적 연구는 새롭게 제기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김구, 2011)라는 점에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을 통해
도덕과 평가의 평가결과 활용, 해석, 피드백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국내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교육평가”, “도덕과 평가”, “형성평가”,
“피드백”,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평가결과”, “규준참
조평가”, “성장참조평가”, “준거참조평가”,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
셋”, “암묵이론”, “실체이론”, “증진이론” 등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조
합하여 검색한 결과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국외 주요 데이터베이
스에

“education

assessment”,

“formative

assessment”,

“feedback”,

“assessment for learning”, “assessment as learning”, “norm-referenced
assessment”,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growth-referenced

assessment”, “growth mindset”, “fiexd mindset”, “implicit theory”,
“entity theory”, “incremental theory” 등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조합
하여 검색한 결과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
덕과 평가, 형성평가,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개념과 쟁점들을 파악하
고, 각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성평가와 성장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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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셋의 관련 연구물들에서 확인되는 평가에 의한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
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적용 방안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성장 마
인드셋과 형성평가의 이론적 기초 및 관계를 다룬다. 제2장 1절을 통해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사회인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연구결과
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론적 구
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장 2절을 통해 전통적인 형
성평가와 달리 새롭게 재조명된 형성평가가 어떤 배경에서 재등장 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형성평가 개념의 혼재성을 지적하고 형성평가
를 ‘기능(function)’으로 정의하여 후속 논의를 위한 개념적 명료화를 시
도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그 자체로 교육평가 개념이 아닌 심리학
개념이라는 사실은 교육평가 영역에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과
형성평가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후속 논의를 위한 개념적
문제를 해결하고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형성평가의 확장된
평가 개념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으로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사가 과정중심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지지
한다는 점, 성장 마인드셋은 형성평가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학습과 동기
향상을 위한 심리학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방법이 ‘칭찬 피드백’이라는 지점에서 접합
점이 있으며,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심리학적, 실천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적용의 타당화를
시도할 것이다. 제1절에서 도덕과 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한계
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여, 도덕과 평가의 변
천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과 평가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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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 연구 영역에서의 핵심 연구 주제들을 파악할 것이다. 이 두 가
지를 토대로 도덕과 평가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성장 마인
드셋의 이론적 확장으로서 도덕적 인성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후, 도덕과 평가관 및 평가기준과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성장 마인드
셋과 도덕과 평가의 적합성을 보일 것이다. 제3절에서는 도덕과 형성평
가의 요소 중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타당한 적용방안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따른 도덕교육적 효과를 ‘자기이론(self-theories)’ 측면과 ‘타인이
론(other-theoreis)’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봄으로써 도덕과 평가에 의한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이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
다.
제4장에서는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 마인드셋 적용 방
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제1절에서 적용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적용한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은 도덕과 평가의 교
수학습간의 연계성, 도덕과 평가에 의한 긍정적 결과, 도덕과 평가의 공
정성,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도될 것이다. 제2절
에서는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를 명료화할 것이다. 제2절에서 도덕과 평
가는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을 통해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 도덕
과 평가의 결과타당도 향상, 도덕과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
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적용 방안은 제3장까지의 논
의를 통해 파악된 대로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으로
서 교사의 평가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
을 고려한 형태로 제안될 것이다.

- 9 -

제 2 장 이론적 기초 및 관계

제 1 절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기초
1.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접근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미국의 심리학자 Carol. S. Dweck(2006)과 동료
들에 의해 40여년에 걸쳐 발전된 개념이다. Dweck은 초기 연구부터 사
람에겐 두 가지 유형의 서로 대별되는 마인드셋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
으로 입증하였는데,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 마인
드셋’이다(Bandura & Dweck, 1985; Dweck & Leggett, 1988). 성장 마
인드셋은 지능, 성격, 도덕적 인성, 도덕성 등 개인의 속성이 변할 수 있
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은 개인의 속성은 안정적이며
변할 수 없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Dweck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신념이
개인 간 인지, 정서, 행동의 차이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의
개인차를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임을 밝히는 것이다
(Dweck, 2000: ⅺ). 예를 들면 지능에 관한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
인드셋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능이 노력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지능에 관한 고정 마인드셋 비중이 높은 사람은
지능은 타고난 것이거나 환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교
육 및 훈련을 통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Leggett & Dweck, 1986;
Mueller & Dweck, 1997; Dweck, 2000: 40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능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능을 성장시키기 위
한 노력과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지능에 관한 고정 마인드셋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능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비생
산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기 쉬운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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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 무
기력해지기 쉽다(Dweck, 2000). 이처럼 개인이 가진 마인드셋 유형의 차
이는 대상, 사건, 상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
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각 개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이
해하기 위해선, Dweck이 어떤 이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 규명할 필
요가 있다. Dweck은 성장 마인드셋 연구를 통해 행위의 구체적이면서
시시각각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조절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Dweck
은 자신의 이론적 접근이 정서의 유발과 행동의 조절에 있어서 해석적
과정(interpretive processes)에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
인지적 접근을 대표한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Dweck & Leggett, 1988:
257). 더 나아가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세계
를 조직하는 신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기조위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 신념을 ‘의미체계(meaning system)’로 지칭하고 있다
(Dweck, 2000: ⅺ; Hong, Chiu, Dweck, Lin, & Wan, 1999). 즉 Dweck
은 자신의 이론적 접근이 사회인지적 접근의 주류를 이끌었던 Kelly와
Michel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동기, 성격, 그리고 자아에
대한 사회인지적 접근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Dweck, 2000: 138).
이와 같은 의미체계 접근은 행동을 매개하고 조절하는 사회인지적 변인
들과 상황과 사건, 기대, 목표와 같은 변인들에 주목하며, 성격과 자아의
과정적인 측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Dweck이 의미체계 접근에 주목한 배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즉
자아이론이 인간의 동기와 성취, 특히 역경에 직면했을 때의 성취를 비
롯하여 인간의 잠재력이 낭비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데 있다
(Dweck, 2000: ⅺ). 이와 관련하여 Dweck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개념에

주목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현상은

Mowrer(1960)에 의해 발전된 "hopelessness"의 더욱 초기 개념이며, 이
개념은 Seligman과 Maier(1967)에 의해 체계적으로 처음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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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ck, 1975: 674에서 재인용). Seligman과 Maier(1967)의 연구는 동물
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임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심리적 현상을 입증하였다.
Dweck은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처음에는 아동들이 실패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통제 밖에 있으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관점을
채택하는 것을 ‘무기력’으로 표현했으나, 나중엔 실패에 직면했을 때 아
동들이 보이는 모든 반응을 ‘무기력’안에 포함하였다(Diener & Dweck,
1978, 1980).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양식과 부적응적인 행동양식의 조절요인으로
서 귀인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규명해왔다
(Weiner, 1979, 1985;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Peterson,
Maier, & Seligman, 1993; Seligman, 1975; Seligman, Reivich, Jaycox,
& Gillham, 1995; Hong et al., 1999: 588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Seligman은 동일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의 차이가 ‘설명 양식
(explanatory styles)’의 차이에 기안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Dweck,
2000: 140). 즉, 행동 패턴에 대한 귀인적 접근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 패
턴이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석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Dweck은 귀인이 근본적인 동기 변인이면서, 동시에 지속성을 결
정하는 동기요인으로 보고 있다(Dweck, 2000: 140). 실제로 Diener와
Dweck은 귀인이 실패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인지, 정서에 대한 적응적
인 반응과 부적응적인 반응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각각 숙달지향 반응(mastery-oriented responses)과 무기력
반응(helpless responses)으로 개념화하였다(Diener & Dweck, 1978,
1980; Dweck, 1975; Dweck & Reppucci, 1973).
이 연구들은 사람들이 실패의 이유를 고정적인 요인에 귀인할 때 부적
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정적이지 않거나 통제 가
능한 요인에 귀인할 때 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때, 고정적인 요인으로 능력이 있으며 고정적이지 않거나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노력이 있다. 요컨대,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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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겪었을 때, 자신의 고정된 능력의 결핍에서 추론하는 사람은 동기
와 성취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 자신의 노력의 결핍
에서 추론하는 사람은 동기와 성취에 있어서 적응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귀인이 이러한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양상의 예측요인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Dweck과 동료들에 따르면 귀인적 접근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
완전하다(Hong et al., 1999: 588-589). 우선, 귀인적 접근은 사람들이 어
떻게 사회적 상황에 대처(coping)하고 동기를 부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왜 그 상황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거
의 없다.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데, 귀인적 접근이 상황에 특정한
귀인을 사용하게 만드는 이론, 신념체계, 혹은 개념적 구조를 다루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는 귀인적 접근에서의 ‘암묵적(implicit)’이란 인간의 동
기화 과정이 실패나 역경을 경험할 때에만 작동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
다. 즉, 특정 상황 시점 이전에의 과정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
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귀인은 적응적인 행위양식과 부적응적인 행위양식
을 설명하는 중요한 조절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에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귀인을 적용하게 하는 맥락을 규명하면, 귀인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더 포괄적인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Dweck과 동료들은 암묵
이론과 목표가 귀인이 발생하는 의미체계를 형성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
으며(Dweck, Chiu, & Hong, 1995a; Dweck & Leggett, 1988), 후속 연
구에서 기존의 모형을 귀인 이론과 통합하면서 암묵이론과 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Hong et al., 1999).
결론적으로 의미체계 접근은 목표 선택, 귀인,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반
응 등 여러 심리적 구인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서의 의미체
계가 인간의 사고, 정서, 행동에 대해 더 설득력 있고 포괄적인 설명력을
확보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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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겠지만, 의미체계 접근은 성장 마인드셋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암묵이론’, ‘목표’, ‘반응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심리적 기제는 Dweck과 Leggett(1988)의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이란 논문에서 개인
의 적응적인 행동의 주요 패턴과 부적응적인 행동의 주요 패턴을 잠재적
인 심리과정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연구 기반의 모형을 통해 제시되
었다. 앞서 밝힌 대로, Dweck은 전자를 ‘숙달지향 패턴’으로, 후자를 ‘무
기력 패턴’으로 개념화하였다(Diener & Dweck, 1978, 1980; Dweck,
1975; Dweck & Reppucci, 1973). 이 모형의 목적은 개인의 암묵이론이
어떻게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이 목표가 다른 패턴
의 행동을 만드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먼저, 암묵이론은 ‘실체이론(entity theory)’와 ‘증진 이론(incremental
theory)’으로 나뉜다. 실체이론은 개인의 속성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으며
바꿀 수 없는 실체라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는 반면, 증진이론은 개인의
속성은 고정된 특질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이며,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Bandura & Dweck, 1985;
Dweck, 2000에서 재인용; Dweck & Leggett, 1988). 이러한 암묵이론은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한다(Hong et al.,
1999: 589). 실체이론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으
로 보이기 위한 ‘수행목표(performance goals)’를 선택하지만, 증진이론
(혹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배우고 숙달하기
위한 ‘숙달목표(learning goals)’2)를 선택한다(Dweck & Elliott, 1983;
2) ‘learning goals’는 직역하면 ‘학습목표’가 되지만 본 연구에선 ‘숙달목표’로 번
역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내 교육현장에서 ‘학습목표’는 단위 수업시간
에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목표로서 ‘learning targets’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Dweck이 사용하는 ‘learning
goals’의 의미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의 반대되는 의미로서 ‘숙달’ 자체를
지향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한 Dweck이 ‘learning goals’의 결과로 ‘숙달 지향
반응패턴(mastery-oriented resoponse pattern)’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숙달목
표’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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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ot & Dweck, 1988).
예를 들면 지능이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속성이라고 믿
는 사람은 자신의 지능이 가능한 높은 것처럼 보이는 데 관심을 갖기 쉬
운 반면, 지능이 노력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지능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단 실제 성
장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기 쉽다. 이런 이유로 지능에 대한 고정 마인
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려는 욕구를 갖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에게 없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더 많
이 배우려는 욕구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개인은 도전, 역경, 노력, 비판, 타인의 성공에 대
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 가령, 시험
상황에서 고정 마인드셋 학생은 어려운 문제(도전)을 피하고 자신의 지
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선호하는 반면(수행
목표), 성장 마인드셋 학생은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자신에게 지
적인 도전을 제공하는 어려운 문제를 선호한다(숙달목표). 이는 지능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 보다 고정 마인드셋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시험결과
를 통해 자신의 지능 수준이 드러날 경우, 이를 자신이 갖고 있는 지능
의 한계로 인식하기 쉬운 반면, 성장 마인드셋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자
신의 지능 수준이 드러날 경우, 이를 자신이 갖고 있는 지능의 한계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나 배움의 기회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
체이론과 수행목표는 부적응적인 반응 패턴, 즉 무기력 패턴에 영향을
주고, 증진이론과 숙달목표는 적응적인 반응 패턴, 즉 숙달지향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
로 하는지, 어떤 이론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 몇 가지 사실들이 주지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정 마인드셋(혹은 실체이론)과 성장 마인드셋(혹은 증진이론)
중 하나의 의미체계가 다른 체계보다 더 ‘논리적인’, ‘합리적인’, ‘진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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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적으로 더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체계는 한 개인 안에
함께 있으며, 모든 삶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
들이다. 따라서 실체이론을 갖고 있다거나 증진이론을 갖고 있다는 표현
은 개인의 정신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지 배타적으
로 하나의 체계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weck, 2000:
132).
둘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은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
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예
정이지만, 지능 영역에서의 마인드셋 유형이 사회적 영역에서의 마인드
셋 유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지능에 관해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만 인성에 관해선 고정 마인드
셋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Dweck은 일반화된 인지양식을 다루
지 않고, 영역특수적인 개념적 구조를 다룬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에서
Dweck이 실체이론 혹은 증진이론을 지칭할 때, Dweck은 항상 문제가
되는 영역 혹은 속성에 대한 개인의 이론을 가리킨다(Dweck, Chiu &
Hong, 1995a).
셋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 성격, 도덕적 인성, 도덕
성 등 개인의 속성에 대해 자아이론과 타인이론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이다(Dweck, 2000: 175).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타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속성이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취약한 자아존
중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타인의 속성이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은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ing)이나 공격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
다(Dweck, Chiu, & Hong, 1995b; Molden, Park, & Dweck, 2006;
Yeager & Miu, 2011; Yeager, Trzesniewski, Tirri, Nokelainen, &
Dweck, 2011). 이는 성장 마인드셋 이론이 단지 개인적인 결과만을 설명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은 안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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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험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Dweck은 실험자들의 신념체계
가 적어도 2-4년의 연구기간 동안 안정적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는 신념
체계들이 실제 성격의 한 부분이며 자아존중감, 자아개념(self-concept),
정체성 같은 것들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Epstein, 1990; Dweck,
2000: 133에서 재인용). 그러나 동시에 실험상황에서 특정 마인드셋을 유
도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유도된 마인드셋을 통해 의도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인드셋의 역동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들은 Dweck이 의미체계 접근을 통한 성장 마
인드셋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종류의 덕목,
역량,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
동에 의미부여하는 방식, 즉 신념체계의 발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념체계는 자아의 단독적인 역할이 아니라 자아이론, 목표, 반응 패
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미체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으
며, 의미체계의 여러 유형은 영역 특수적임과 동시에 한 개인 안에 함께
존재한다. 또한 의미체계의 역동성은 학습자의 잠재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한 교육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특징들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단
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보는 견해가 단편적인 이해에 기인한 것이라
는 점과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 및 형성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 또한 함축한다.
2.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
Dweck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취 상
황에 기여하는 요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성취
상황과 관련된 지능에 관한 변인들이 사회적 상황에 관한 변인들보다 검
증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Dweck & Leggett, 1988: 264). Dweck은 초
기부터 암묵이론이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이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론적 구조를 먼저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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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구성한 후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였다(Benenson & Dweck,
1986; Dweck, Chiu, & Hong, 1995b; Dweck & Leggett, 1988; Goetz &
Dweck, 1980; Hong et al., 1999; Molden & Dweck, 2006). 즉 자아개념
혹은 자아이론을 통해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
하는 구조를 성취 상황에서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통해 검증하고 체계화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심리적 변인들을 밝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 영
역에서의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연구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Dweck은 초기 연구에서 두 가지 유형의 행위 패턴을 확인했다. 하나는
부적응적인 ‘무기력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더 적응적인 ‘숙달지향 반응’
이다(Diener & Dweck, 1978, 1980; Dweck, 1975; Dweck & Reppucci,
1973). 무기력 반응은 역경과 어려움, 혹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전에
대한 회피와 수행의 약화로 특징 지워 질 수 있다. 반면, 숙달지향 반응
은 실패 상황에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를 추구하고, 그러한 과제에 필요
한 노력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Dweck & Leggett, 1988: 256). 그런
데, 이처럼 다른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 아동들이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했다는 점이 Dweck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가장 뛰
어난 지적 성취를 보인 학생들 중 일부는 오히려 무기력 반응을 보였다
(Diener & Dweck, 1978, 1980). 따라서 이는 어떤 학생이 뒤떨어지는 수
행능력을 보이거나 잦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학생의
실제 능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Dweck &
Leggett, 1988: 256).
무기력 반응과 숙달지향 반응은 성취, 더 나아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특성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유형의 반응을 유발하는가?
Dweck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찾았다(Dweck
& Elliott, 1983). Dweck과 Elliott(1983)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그들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성취
상황에서 2가지 유형의 목표를 확인했는데, 하나는 ‘수행목표’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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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숙달목표’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행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 혹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얻는 데
관심을 두는 반면, 숙달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관
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발달시키는 데 더 관심을 둔다(Dweck &
Leggett, 1988). 중요한 점은 적응적인 패턴 혹은 부적응적인 패턴이 개
인의 능력의 유무 보다, 개인의 목표 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목표는 개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하
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서로 다른 유형의 목표 지향에 영향을
끼치는가? Dweck과 Leggett(1988: 265)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질문이 암
묵이론에 대한 더 일반적인 개념화를 이끌었다. Bandura와 Dweck은
1981년에 처음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을 연구했으며(Dweck & Leggett,
1988: 256), 후속 연구에서 이를 구체화시켰다(Bandura & Dweck, 1985).
사람들은 저마다 지능에 관한 서로 다른 유형의 암묵이론을 갖고 있는
데, 하나는 지능은 고정되어 있으며 불변하는 실체라는 신념의 ‘실체이
론’이고, 다른 하나는 지능은 유동적이며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의 ‘증진이
론’이다.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은 지능의 불변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타인에게 자신의 지능의 한계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를 형성
한다. 이런 방어적 기제는 타인에게 자신의 지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를 받는 데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수행목표를 형성한다. 반면, 지능에
관한 증진이론은 지능의 가변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현재
자신의 지능 수준이 노출되는 상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
신의 현재 상태를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력을 통한 변화에
주목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평가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능의 실제 향
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숙달목표를 형성한다(Dweck, 2000; Dweck &
Leggett, 1988). 이처럼 지능에 관한 서로 다른 유형의 신념은 다른 지향
을 가진 목표를 형성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목표는 서로 다른 유형의
반응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의 전
반적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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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Dweck과 동료들(Hong et al., 1999)은 Dweck과 Leggett(1988)
이 구성한 모형을 ‘귀인이론’과 통합하여 암묵이론의 설명력을 높였다.
해당 연구는 총 3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증진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실체이론을 가진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신의 노력에 더 기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 연구와 세 번
째 연구에서는 증진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실체이론을 가진 사람들보다
자신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개선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결과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노
력 귀인에 의해 조절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즉 이 연구는 암묵이론이 귀
인이 발생하는 의미체계를 형성하며,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인 동기
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Hong et al., 1999).
또한 이전 모형에서 목표가 반응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여러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목표보다 암묵이론이 귀인과
반응 패턴에 있어서 더 일관된 예측요인임을 주장하면서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Hong et al., 1999: 589). 이는 심지어 같은 목표에 대해서도 개인
이 가진 암묵이론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예를 들면, Stone과 Dweck(1998; Hong et al., 1999: 589에서 재인
용)의 연구에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숙달목표와 관련된 과제임에
도 불구하고,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보다 그들이 똑똑해 보이는 것에
관심을 표현했다. 즉 ‘같은’ 성취 목표라도 다른 의미체계 안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며, 암묵이론이 목표가 갖는 의미를 수정하는 것으로 보인
다. Dweck과 동료들은 이전의 모델을 귀인 이론과 통합함으로써 암묵이
론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개인이
마주한 사건 혹은 지각된 대상에 대해 다른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그
결과 다른 양상의 인지, 정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특히, 이것이
자아와 관련되었을 때, 즉 실체이론 혹은 증진이론을 ‘자아이론’으로 받
아들였을 때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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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능이 고정되어 있으며,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
을 가진 학생들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데 관
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면,
드러난 자신의 지능 수준이 영원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 혹은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
다. 반면 지능이 고정된 특질이 아니라 학습과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학생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기회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기회가 자신을 바보처
럼 보이게 만들지라도 배우기 위한 욕구를 가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
할 수 있다. 자신의 지능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학생들은 현재 상태를
영원한 결과로 해석하지 않고, 과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의 차이는 노력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
게 만들 수 있다.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큰 노력 없이
쉽게 달성한 성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집단 내 다른 학생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이들에게 노력, 어려움, 역경, 더 나아가 자신보다 더 높
은 성적을 받은 친구는 자신의 지능 수준에 의문을 표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능은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일은 자아존중감
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은 익숙하지 않으며 성
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
기 때문에,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새롭고 도전적인 상
황을 자신의 타고난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방어적인 반응은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지속하는 경
우임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예상된다면, 이를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으
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학습기회 조차 포기하는 행위를
유발한다. 결론적으로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은 똑똑해 보이는 것에 대한
과한 관심과 도전에 대한 불쾌감, 역경과 싸우는 능력에 대한 감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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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 반면, 지능에 관한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지능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경우에도 어려운 과업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그 과업에
분투하면서 도전을 즐길 수 있다. 이들에게 도전과 어려운 상황은 자아
존중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숙달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Dweck의 이론적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들에 의
해 성립가능한지, 그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떤 함의들을 갖고 있는지를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무기력 반응과 숙달지향 반응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개념은 ‘무기력 반응’와 ‘숙달지향 반응’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력

반응에

대한

개념은

Seligman과

Maier(1967)가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학
습된 무기력’이란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동물들은 분명 고통
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
견되었다. Dweck은 이와 같은 무기력한 반응이 인간행위에 적용하기 위
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무기력 반응 패턴을 검증하였다
(Dweck & Reppucci, 1973). 이 연구는 아동들의 실패에 대한 귀인이 교
육을 통해 수정되었을 때 학습된 무기력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들의 연구결과는 무기력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
고, 무기력과 반대되는 특징으로서 인내심을 가진 학생들 보다 성공과
실패의 결정요인으로서 노력의 역할을 덜 강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는 무기력 반응과 노력 귀인 혹은 능력 귀인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노력 귀인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결정
요인으로서 노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노력 귀
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결정요인을 노력의 여부로 인식하
기 때문에, 실패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의 부족
에서 찾고, 이에 따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낀다. 반면, 능력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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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사람은 실패의 결정요인으로서 노력의 역할을 덜 강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능력 귀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결정
요인으로서 타고난 재능 혹은 능력의 소유 여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
패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타고난 재능 혹은 능력의 탓으로 생각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덜 느낀다(Dweck & Reppucci, 1973). 따라서 노력
귀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능력 귀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
패를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보다는 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Dweck & Reppucci, 1973).
앞서 살펴 본대로, ‘무기력’은 학생들이 실패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통
제 밖에 있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관점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했다(Dweck & Reppucci, 1973).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관점 채
택’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패에 직면 했을 때 학생들이 보여주는 모든 반
응을 포함하였다(Diener & Dweck, 1978). 이 반응들로는 자신의 지능에
대한 폄하, 자기 자신과 타인의 기대에 대한 집착, 부정적인 감정, 낮은
지속성, 자기 파괴적인(self-destructive) 생각과 행위를 포함한다. 반대
로, 실패 상황에 대한 강인한 반응은 ‘숙달지향’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이
는 상황에 대한 강인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겪는 어려
움 속에서도 어떤 종류의 숙달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데 몰입하길 계속했
기 때문이다(Diener & Dweck, 1978, 1980).
Dweck이 무기력 반응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숙달지향 반응을 ‘적응적
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도전 혹은 장애가 가치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는 자신의 과업,
관계

그리고

도덕적인 분투를

지속하는

것을

포함한다(Dweck

&

Leggett, 1988: 257). 이런 가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속하는 능력은
성취의 극대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적응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는 것이다.
Diener와 Dweck(1978, 1980)이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아동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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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수행한 실험연구는 학습된 무기력과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의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Diener와 Dweck이 수행한 실험연구의 설계
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들은 5-6학년 학생들에게 일
련의 개념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서 보이는 반응을 측정하였다. 처음 8문제는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
로 힌트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4문제는 해당 학년의 학생들이 풀
수 없는 수준의 난이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설계의 목적은 9번째
문제부터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에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험 전에 참가 학생들은 무기력 패턴과
숙달지향 패턴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각각 더 현저한 특징을
보이는 패턴끼리 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실험에서 각 집단에 속
한 학생의 비율은 약 50%로 비슷하였으며, 집단 별 지적 능력의 차이는
통제되었다.
연구결과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은 9번째 문제, 즉 실패에 직면하자 매우
빠르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폄하하고 지능을 비난했다. 이 학생들
은 분명 8번째 문제까지 계속 성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숙달지향 패
턴의 학생들과 마찬가지였지만, 실패에 직면하자 그 믿음을 빠르게 잃었
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었다. 또한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은 실험자로부터
이전에 성공했던 문제를 다시 풀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더불어 실험이후에 실제로 자신이 맞힌 문제의 수를
더 적게 맞춘 것으로 회상하였다.
반면, 숙달지향 패턴의 아동들은 9번째 문제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았다.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이 빠르게 자신을 비난
하고 자신의 지능에 의문을 가지며 미래의 성취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것과 달리, 숙달지향 패턴의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수행능력을 향상시
킬 것인가에 집중했다. 이는 자기교수(self-instruction), 혹은 자기점검
(self-monitoring)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라던가, “침착해, 그리고 분석하자”와 같은 형태를

- 24 -

포함한다.
정서적 측면에서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 중 2/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빠
른 감정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자기회의와 불안을 보였는데, 이중 일부
는 실패 과정에서 자신의 다른 영역에서의 성공으로 이목을 이끌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자신이 상속녀라고 주장하거나, 중요한 학교 연극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일부는 마음대로 시험의 규칙을 바꾸려
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그 문제에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만들
기 위함이었다. 반면, 숙달지향 패턴의 학생들은 실패 상황에서도 자신감
을 보였으며, 오히려 좀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은 지속적으
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더 행복해 하였다.
행동적 측면에서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은 수행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학생들은 8번째 문제까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사
용하였지만,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자마자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러 틀린 답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거나, 주어
진 정보를 무시하고 직감적으로 선택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어떤
학생은 유치원 수준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숙달지향 패턴의
학생들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 향상시켰다. 이 중
일부는 자기 자신에게 더 정교한 전략을 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8번째
문제까지 비슷한 성공률을 보이던 두 집단은 9번째 문제, 즉 실패 상황
이 부여되자 수행력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Diener와 Dweck의 연구는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능력의 부적절함에 주목한다는 점, 어려운 문제를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점과 숙달지향 패턴의 학생들이 전략과 노력을 통
한 숙달에 주목한다는 점,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58). 이러한 결과는 실험 상황을 넘어서서, 실제 교실 상
황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Licht & Dweck, 1984).
3) 수행목표와 숙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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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하였듯이, 무기력 반응 패턴이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분류되는 이유
는 그것이 가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Dweck & Leggett, 1988: 257). 즉 부적응적인 패턴에 의해 행위의 중단
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적 반응이 유발됨으로써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목표와 반응 패턴 사
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목표 지향의 차이가 그 자체로 부적응적인
혹은 적응적인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같은 성취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성취 상황은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
운 것을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
래, Dweck과 Elliott(1983, 1988)은 목표 지향의 차이가 동일한 사건과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다는 관점에서 수행목표와 숙달목표
가 성취상황에서 무기력 반응과 숙달 지향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
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행목표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부정적인 평가는 회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험 상황에서 드러나
는 자신의 지능의 수준에 대해 염려하게 만든다. 또한 수행목표를 설정
한 학생은 타인에게 똑똑하게 보이길 원한다. 이들에게 시험 상황은 자
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험 상황에 실패했을
경우에 자신의 지능을 비난하거나 무기력한 반응에 빠진다. 반면 숙달목
표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숙달목표는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지
식, 능력, 기술에 대한 숙달과 관련되어 있다. 숙달목표를 설정한 학생들
은 시험 상황을 자신의 지능에 대한 측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현
재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는 특징
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시험 상황에 실패하는 경우에 자신의 지능을 비
난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의 결함에 주목하고 더 나은
전략을 찾는다(Dweck, 2000; Dweck & Elliott, 1983; Elliot & D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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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lliot과 Dweck(1988)이 수행한 실험연구는 목표가 반응 패턴을 직접적
으로 형성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중학교 2학년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행목표를 부여한 집단과 숙달목표를 부여한 집단으로 나눴다.
수행목표를 부여한 집단에게는 이 시험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고, 숙달목표를 부여한 집단에게는 어떤 소중한 것
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의 결과는 예
측된 상관성을 입증하였다. 수행 목표를 부여받은 학생들은 무기력 반응
을 보였고, 숙달목표를 부여받은 학생들은 숙달지향 반응을 보였다. 중요
한건,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과제를 부여받았으며, 접근 방식에만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분류된 목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무작위로 분류되었다
는 사실이다. 이는 목표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의미구조를 형성하며,
반응 패턴을 직접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수행 목표를 형성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두며,
“나의 능력이 충분한가, 혹은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
(Dweck & Leggett, 1988: 261). 이와 같은 의미구조 안에서 실패로 인한
결과는 수행 목표를 형성한 개인에게 중요한 인지적 자원이 된다. 즉, 실
패로 인한 결과는 수행목표를 형성한 개인에게 자신의 지능 수준에 대한
반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패 결과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불충분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능력에 대한 부정
적인 귀인은 무기력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숙달목표를 형성
한 개인은 “나의 능력을 증진 혹은 숙달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숙달하는 데 관심을 둔다(Dweck & Leggett, 1988: 261). 따라서
이들에게 실패로 인한 결과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고의 방법을 사
용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면,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찾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숙달지향
적인 반응 패턴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행목표는 노력과 그로 인한 실패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 27 -

대한 충분 혹은 불충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맥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숙달목표는 노력과 그로 인한 실패를 자신이 사용한 전략
의 효과와 배움과 숙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맥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61).
정서적 측면에서 수행 목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Diener와 Dweck(1978, 1980)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실
패가 발생할 때 불안, 우울한 감정, 지루함, 저항 같은 정서들이 피험자
들에게 관측되었다. 이는 수행 목표 안에서의 이상적인 과업이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부심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와 불
안, 수치심은 최소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패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아존중감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반면, 숙달목표
안에서의 이상적 과제는 능력의 성장과 숙달로 인한 기쁨과 자부심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수
행 목표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61).
정리하자면, 목표 지향은 무기력 혹은 숙달지향 반응 패턴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형성한다. 수행 목표는 개인이 능력에 대한 평가
에 주목하게 하고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에 취약하게 만드는 인지적, 정
서적 처리과정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숙달목표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며 도전에 대한 추구, 인내,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 지속성을 촉진하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적 처리과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지향은 귀인, 동기, 평가불안(evaluation
anxiety) 등을 설명하는 연구들과 관련된 여러 구인들을 조직화할 수 있
으며, Elliot과 Dweck의 연구는 이러한 역동적인 심리과정들과 기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62).
3)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과 증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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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ck의 연구는 적응적인 패턴과 부적응적인 패턴을 예측하고 조절하
는 요인들을 설명해나가면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Diener와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패턴과 적응적인 패턴으로 무기력 반응 패턴과
숙달지향 반응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귀인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
보았다(Diener & Dweck, 1978, 1980). 다음으로, Elliott과의 연구에서는
목표가 무기력 반응 패턴과 숙달지향 반응 패턴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부적응적인 패턴과 적응적인 패
턴과 관련된 심리과정을 규명하였다(Dweck & Elliott, 1983, 1985).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개인이 대상과 상황
을 인식하고 의미부여하는 방식이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
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목표와 반응 패턴이
서로 다른 유형의 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은 인지구조가 이에 관
련된 심리과정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서로 다른 유형의 목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다른 유형
의 반응 패턴을 유발하는가?
Dweck은 자신의 지능 수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강박적인 반
응을 보이는 이유가 지능에 대한 태도나 신념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Dweck, 2000). Dweck과 동료들은 서로 대별되는 지능에 관한 두 유
형의 태도 혹은 신념을 확인하였다(Bandura & Dweck, 1981; Bandura
& Dweck, 1985). 지능이 고정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실체이론’과
지능은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력과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
다는 ‘증진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즉 만약 지능의 수준에 대해 염려하고
이를 자신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지능이 고정되어 있
다는 신념을 함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 주목한다
면 지능을 역동적이고 유연한 자질로 이해한다는 신념을 함축할 수 있다
는 것이다(Dweck, 2000). 따라서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수행 목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지능에 관한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
들은 숙달목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정될 수 있다.
Dweck과 동료들은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성취상황에서 목표 지향을

- 29 -

예측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Hong et al., 1998; Mueller &
Dweck, 1997; Dweck, 2000에서 재인용). Mueller와 Dweck(1997)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유지하는 학생
들 중 65%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수업시간이나 과제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증진이론을 유지하는 학생
들 중 68%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도전하는 것 사이에서 도전을 선택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이 성취 상황에
서 수행목표를 예측하는 동시에, 증진이론이 성취 상황에서 숙달목표를
예측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홍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
서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지능 수준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미래 성취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지능 수준의 결함이 드러나
더라도, 미래 성취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한 기회를 선택하는 경향
을 보였다(Hong et al., 199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능에 관한 암묵
이론이 목표 선택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은 목표 선택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목표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 또한 입증되었다(Dweck, 2000).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과 목표 선택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5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글이
제공 되었는데, 두 글의 공통점은 모두 역사적인 위인과 현대의 뛰어난
성취를 이룩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예를 들면 아이슈타인)이
다. 반면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뛰어난 인물들의 성취
를 그들의 고정된 재능과 선천적인 지능의 덕으로 돌리는 실체이론을 반
영한 반면, 다른 하나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라는 점을 강조한
증진이론을 반영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절반은 실체이론을
반영한 글을 읽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증진이론을 반영한 글을 읽게 했
다.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과제를 선택했다. 주어진 과
제의 종류는 2개의 수행목표 과제와 1개의 숙달목표 과제로 구성되어 있
었다. 연구결과는 예측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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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학생들은 수행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지능에 관한 증
진이론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숙달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연
구에서 중요한 점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다른 형식의 글을 무작위로 읽게
했다는 점이다. 즉, 참가자의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을 먼저 측정하고 목
표 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전 실험과는 달리, 그러한 진단 없이 관련
글을 읽게 한 것만으로도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
다는 점이다. 이는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목표 선택에 인과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Dweck, 2000).
목표 선택에 대한 암묵이론의 인과적 역할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입증되었다(Hong, Chiu, Lin, & Dweck, 1998; Dweck, 2000:
24에서 재인용). 이 연구는 Bergen(1991)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Dweck, 2000: 24에서 재인용). Bergen은 사실적인
사례, 그래프와 함께 최신의 과학적 연구들로 구성된 두 편의 기사를 대
학원생들에게 읽게 하였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글은 유명
인사의 비범한 능력이 선천적 재능임을 강조한 글이지만 다른 글은 그의
비범한 능력이 도전적인 환경과 그에 대한 그의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
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
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글을 읽게 한 것만으로도 대학원생들의 실패에
대한 대처능력에 차이가 있었다(Dweck, 2000: 25). Dweck과 동료들은
Bergen이 작성한 기사와 같은 유형의 글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고, 일련
의 문제를 풀게 하였다. 성취결과에 대해 상위 65% 학생들에게는 상대
적으로 잘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하위 35%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으로 잘 못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 시험에 대한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개인지
도를 받을 것인지를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연구결과는 상위 65%의 학생
들은 개인지도를 받겠다고 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위 35%에
서 실체이론을 반영한 기사를 읽은 학생들은 대부분 받지 않겠다고 답변
했으며, 증진이론을 반영한 기사를 읽은 학생들은 받겠다고 답변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성공 상황에서는 결함이 노출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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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개인지도를 수강하는 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실패 상황에서는 결
함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묵이론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Dweck, 2000: 26). 이상의 연구들은 지능에 관한 암묵이
론이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암묵이론에 영향을 줬을 때,
목표와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는 암묵이론-목표-반응 패턴의 관계 속에
서 파악되는 역동적인 성격의 의미체계를 설명해낸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 혹은 증진이론은 인간에게서 관측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적응적인 혹은 적응적인 행동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설
명해내고 검증하였다. 그러나 Dweck의 연구는 지능에 관한 영역에 제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Dweck의 연구는 지능에 관한
영역뿐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
명해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확장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목표 지향, 반응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의 속성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신념이 다양한 심리
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체계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의미체계는 통합적인 동기화체계의 하나로서 신념 유형의 차이에 따라
동기화 경향이 내재적인지 혹은 외재적인지, 흥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
는지(persistence) 등을 설명할 수 있다(Heyman & Dweck, 1992). 즉 지
능에 관한 암묵이론은 마인드셋과 같은 잠재적인 성격 변인들이 어떻게
인지, 정서, 행동의 주요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고, 이를 역동적인 동기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 32 -

Dweck의 연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자신의 개인적 속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일상에서 경험하
는 삶의 다양한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넓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Dweck은 앞서 설명한 연구기반 모형의 일반화
를 탐구하고, 이를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Dweck
& Leggett, 1988: 256). 그리고 지적 성취에 대한 영역에서 시작한 연구
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Dweck & Leggett, 1988:
264; Molden & Dweck, 2006). 이 때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적 성취에 대
한 영역에서 검증된 결과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다.
예를 들면 “사람은 성격, 도덕적 인성, 도덕성에 대한 서로 다른 유형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그 이론들은 다른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가?”, 마
지막으로 “이 목표들은 다른 행위 패턴을 만들어내는가?”와 같은 질문들
이 이에 해당한다(Dweck & Leggett, 1988: 264).
실제로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은 성취상황과 관련된 지능에 대
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상황 혹은 도덕적 상황과 관련된 성격
혹은 도덕적 인성, 도덕성에 대한 영역으로 확장된다(Chiu, Dweck,
Tong, & Fu, 1997; Dweck & Leggett, 1988; Hong, Chiu, Dweck, Lin,
& Wan, 1999; Goetz & Dweck, 1980; Molden & Dweck, 2006; Yeager,
Miu, Power, & Dweck, 2013). Dweck과 동료들의 연구목적은 신념체계
가 성취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Dweck & Leggett, 1988: 257).
또한 Dweck의 연구에서 확인된 신념 체계들은 적어도 2-4년의 연구기
간 동안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개인적 속성에 대한 신념 체
계가 인성의 실제 부분이며,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그리고 정체성과 같
은 것들과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Epstein, 1990; Dweck, 2000: 132에서
재인용). 요컨대, 학업성취 영역에서 검증된 이론적 구조가 다른 영역으
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이 특정 단일 요소를 설명
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통합적인 인성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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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에 주목하는 배경도 이와 같은 성장 마
인드셋 개념의 확장성에 있다. 도덕교육은 도덕성, 도덕적 인성, 학업성
취에 관한 주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이와 같은 주제들을 하나의 정합적인 이론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과 경험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후술하겠다.

제 2 절 형성평가의 이론적 기초
1. 형성평가의 재등장 배경
1)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형성평가
지난 수십 년간 교사의 의사결정,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켜 왔다(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27). 평가의 중요성
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평가가 교육목표와 일
치해야 한다는 점, 평가를 더 빈번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점, 평가결과를
통해 수업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평가가 단지 학습의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 등
평가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 지닌 한계와 부
정적인 결과들에 기인하고 있다. Robinson(2015: 261; 강태훈, 류성창,
2017: 258에서 재인용)은 미국 공립학교들이 표준화 시험 및 고부담 시
험(high-stake test)에 의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주와 연방의 교육제도가 고부담의 표준화시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
람에 미국 공립학교의 교육적 질과 형평성이 손상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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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소통, 비평적 사고,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촉진시켜 민주주의는 물론 세계화 추세의 사회와 경제
에서 성공적 삶을 일구도록 힘이 되어줄 폭넓은 학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 시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 탓에 교육자들의
이런 시도가 방해받고 있다.

이처럼, 기록 및 보고, 비교, 선발, 분류, 진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

및

고부담

시험을

통해

측정

(measurement)하는 전통적인 평가는 공교육의 교육적 질을 훼손하는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교실평가(classroom assessment)3)의
동향은 21세기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유형으로 초점을 전환하면
서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분절된 지식을 수동적으로 찾아내기 보다는 학
생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지식과 기술이 상호 독립되어 있지
않은

대안적인(alternative)

평가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41-42).
국내 교육평가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수용하
면서, 평가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
과정 문서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정중심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성장중심평가’, ‘성취평가’,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동향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교육과정 문서나 교육평가 관련
연구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교육부, 2015a,
2015b).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6-7)에서는 과정중심
평가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3) 일반적으로 평가의 개념을 평가의 대상을 기준으로 학생평가, 교사평가, 교실
평가, 교육과정 평가, 학교 평가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육평가 연구자인
James McMillan은 실제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장면인 교실에서 수행되는 평가
를 교실평가(classroom assessment)로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McMillan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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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설명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박지현 외, 2018: 28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
들은 교육정책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책적 구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개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운 평가의 동향을 반영하는 정책적 구호들이 학술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학습을 위한 평가’ 혹은 ‘형성평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교육연구자들은 평가의 새로운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
은 ‘형성평가’ 개념을 교육적 담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학습을 위한 평
가’ 혹은 ‘형성평가‘가 본격적으로 교육적 담론의 주제로 사용된 것은
「Inside

the

Black

Box:

Raising

Standards

Through

Classroom

Assessment」(Balck & Wiliam, 1998b)이란 논문에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와 미국의 교육향상도 평가와 같은 대규모 표준화 및 고부담
평가를 통해 성취수준을 높이려는 평가정책이 교수-학습 과정을 등한시
한 평가모형에 근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발표된 이후에 해당한다(박
정, 2018: 484). Black(1986)에 의해 처음 사용된 ’학습을 위한 평가‘는
1992년

ASCD(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연차대회에서 Mary James에 의해서 다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iliam, 2011: 39), 이들은 학습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총
괄평가(summative assessment)로, 학습을 위한 평가를 형성평가로 구분
하였다. 즉 총괄평가는 평가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형성평가는 평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성태제(2010, 67-69)는 총괄평가란 “교수학습의 효과와 관련해서 학습
이 끝난 다음에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학생에
게 송환효과(feedback)를 주고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총괄평가의 목적
은 성취수준의 도달여부를 판정하여 서열을 부여하고 교수학습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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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는 반면, 형성평가의 목적은 학습의 개별화
의 추구, 피드백, 학습곤란의 진단, 학습동기 유발에 있다. 이러한 설명은
총괄평가란 용어의 전통적 성격과 형성평가란 용어의 대안적 성격을 나
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교육평가 연구자들은 향후 미래
교육으로서 교육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결과중심적인 총괄평가보
다 과정중심적인 형성평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강
태훈, 류성창, 2017; 류성창 외, 2012; 성태제 외, 2013; 지은림, 2010; 허
경철, 2013), 대안적 평가의 실천적 형태로서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추진
방향으로 ‘평가의 형성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전경희, 2016).
이처럼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재조명받고 있는 형성평가는 수
업(instruction)과 평가의 통합, 수업 과정 중에서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기반의 피드백, 수업의 조절, 학생의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형성평가 개념이 갖고
있는 교육적 함의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교육현장에서 형성평가의 개념은 중간 중간 작은 단위의
과정 평가를 수행하여 총괄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를 지칭하거나, 중간에
실시하는 작은 단위의 평가(mini summative)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박정, 2018: 485). 실제로 우리나라 교사들은 형성평가를
단위 수업의 평가나 단원 평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남정희
외, 1999; 박영석, 2009). 이는 형성평가 개념이 그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국내 교육현장에서 피상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을 나타내는 형성평가 개념을 명료화함
으로써 국내 교육현장에서 평가의 대안적 접근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본
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성평가 개념에 대한 오해
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개념적 명료화는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이 도덕과 평가 영역에 적용됨에 있어서 형성평가가 어떤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2. 형성평가 개념의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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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 개념은 교육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다가, 학
자들마다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자들은 형성
평가의 개념적 혼재를 지적하고 있다(박정, 2013: 722; 박정, 2018: 485;
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120). 따라서 형성평가 개념의 기원
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성평가는

최근에

Scriven(1967)이

새롭게

교육의

목표

등장한

개념이

달성

여부를

아니다.
파악하는

이

개념은
총괄평가

(summative evaluation)와 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로서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를 구분하기 위해 제시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후 Bloom(1969)이 총괄평가를 학기말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형성평가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Bloom의 정의는 현재 형성평가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의 근거가 된다(박정, 2018: 486).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한 형성평가 개념에 대한 재조명은
Scriven이나 Bloom의 주장이 아니라 Black & Wiliam(1998b)의 논문으
로부터 촉발되었다. 이 논문으로부터 재조명 받은 형성평가의 효과와 영
향력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교실평가를 다룬 600여 편의 논문들 중
형성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50편의 논문들을
정리하여 형성평가의 효과를 밝힌 연구(Black & Wiliam, 1998a)와 영국
의 교육평가위원회(Assessment Reform Group: ARG)의 연구지원으로부
터 수행된 6개 중학교에 재직 중인 24명의 수학과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
로 18개월의 워크샵을 운영하여 교실평가에 적용한 후에 형성평가의 효
과를 밝힌 연구(Black et al., 2003)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러
한 배경으로 인해, 최근에 형성평가 개념의 교육적 중요성은 교육연구자
들에게 더욱 재조명되고 있으며, 교육평가 관련 담론에서 형성평가를 언
급하지 않고 학습자의 변화와 향상을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
고 있다(Shepard, 2009; 김성숙 외, 2015; 박정, 2013; 박정, 2018).
형성평가 개념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정의는 영국 교육평가
개혁위원회(Assessment Reform Group: ARG, 2002)에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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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교사가 학습자의 현재 상태,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일 것이
다(박정, 2018: 486). 그러나 ARG의 정의는 형성평가가 학습을 위한 평
가로서 재조명된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lenowski(2009)과 Swaffield(2011)은 이러한
정의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관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였으며, Bennett(2011)은 형성평가 개념의 혼
재를 논의하면서 형성평가를 단지 평가도구나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즉 ARG의 정의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비판에는 형성
평가의 개념적 혼재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형성평가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
성평가가 가진 장점들의 발현이 형성평가 개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조
건으로 하기 때문이다(Black et al., 2003). 이를 위해, 먼저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와 형성평가 개념의 관
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1)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와 형성
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을 위한 평가는 1992년에 Mary James가
ASCD에서 전통적인 평가로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를 ‘총괄평가’로,
대안적인 평가로서 ‘학습을 위한 평가’를 ‘형성평가’로 구분하면서 본격적
인 교육적 담론의 주제로 등장한 개념이다(Wiliam, 2011: 39), 이러한 구
분은 교육평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Earl(2003)에 의
해 ‘학습으로서의 평가’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더욱 확대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와 ‘총괄평가’는 전통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반면,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형성평가’는 대
안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McMillan(2014)은 이를
다음과 같은 표의 형태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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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Assessment

Assessment

of

학습으로서의 평가
for

Assessment

as

Learning

Learning

Learning
평가의 본질은 학습과정

총괄적

형성적

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
학습결과를 보증하는 것

후속적인

학습에

대한

학습에대한 자기점검 능

필요를 기술하는 것

력을 향상시키는 것

수업 종료 시점에 실시:

수업 과정에서 실시: 지

수업의 각 단위 동안 실

산발적

속적

시

교사들에게 수업을 교정

학습평가

할 수 있도록 함

학생의 이해를 강조함

규준참조적 기준의 사용
학습했던 내용에 기반한
질문

교정적인 수업을 제안함

기준에

대한

학생이 교정적인 수업을
선택함

일반적

구체적

구체적

학부모에게 성적표를 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

학생의 자기점검 능력을

공하기 위함

하기 위함

향상시키기 위함

학생의 동기를 감소시킴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킴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킴

심층적인 평가

평가가 학생들을 가르침

신뢰도에 초점

타당도에 초점

타당도에 초점

지연된 피드백

즉각적 피드백

즉각적 피드백

요약적 판단

진단적

진단적

효율적이지만
평가

피상적인

[표 2-1]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특징 비교표(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43, 일부 표현 수정)
McMillan의 비교표에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의 특징은 많은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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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서에서 전통적인 평가의 특징들로 지목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학습을 위한 평가 및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특징은 대안적 평가의
특징들로 지목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 표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특
징은 ‘형성적’인 반면,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의 특징은 ‘총괄적’이다.
McMillan(2014)은 최근 교육평가의 동향인 학습을 위한 평가를 지향해
야 하며,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중요성 또한 유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이는 교육평가 연구자들에게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
의 평가’, ‘형성평가’가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간주되는 반면, ‘학
습결과에 대한 평가’, ‘총괄평가’가 전통적 평가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Black과 동료들(2003; 김진호 외 역, 2019: 234-235)은 학습을
위한 평가와 형성평가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사람들은 과거에 형성적이라는 단어를 단지 잦은 비공식적 시험(예: 미
시적 총괄평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형성평가를 학교의 정규
시험의 평가결과와는 구분되는 학교 숙제와 쪽지 시험 등에 관한 채점
결과로 이해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형성적이라는 것은 공식적 시험
과 대비되는, 하지만 학습 향상의 목적에 국한되는 비공식적 시험을 의
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성적 시험을 학습 향상을 위해 그리고 둘 이상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문구
는 '형성평가'를 대체하는 일반 용어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모호
한 구석이 존재한다. 학습에 관한 정보는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고안된 평가를 통해 확보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지 학교 생활기록
차원의 것이거나 장기적인 교육과정 개선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현
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Black과 동료들의 지적은 단순히 형성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에, 총괄
평가를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에 환원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료하게 설
명해주고 있다. 형성평가가 학습을 위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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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은 형성평가를 ‘과정(process)’으로 정의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최초로 학계에 형성평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Balck과 Wiliam(1998a)은 형성평가를 “교사와 학생에 의해
수행되고, 참여 중인 교수학습 활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 하에 피드백
으로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 또한 Cowie와 Bell(1999)은 형성평가를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
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을 진단하고 이에 반응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에 의해 활용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Shepard(2009)는 “교
수 혹은 학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 과정 동안 수행되는 평가”
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의 산하기관인 교육연구혁신센터
(Centre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Innovation: CERI)에 의해 8개 국
가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행된 형성평가 실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학습요구를 확인하고 교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학생의 진전 상황과
이해에 대한 빈번하고 상호작용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5: 21). 상술하였듯이, 위 정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형성평가를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
식은 형성평가가 단순히 단원평가, 퀴즈, 쪽지시험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조절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정의들은 형성평가를 도구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Wiliam, 2011; 박정, 2013). 예를 들면 Kahl(2005)은 형성평가를 “가르치
는 내용과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동안 특정
학생의 오개념과 실수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도구”라고 설명하
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형성평가를 중간에 실시되는 작은
단위의 평가나 평가 도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수
시로

중간에

‘benchmark

시행되는

평가라는

assessment’,

의미에서

‘diagnostic

‘interim

assessment’,

assessment’,
‘predictive

assessment’와 같은 용어가 형성평가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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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e와 그의 동료들(Perie et al., 2009)은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중간
평가(interim assessment)를 제안한 바 있다(박정, 2013: 724).
형성평가를 도구로서 정의하는 입장은 형성평가와 학습을 위한 평가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교육평가개혁위원회(ARG)는 형성
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로 정의하는 것은 학습을 위한 평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형성평가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고, 대부분 자주 수행되는 평가 이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roadfoot et al., 1999: 7). 또한 ‘학습
을 위한 평가’라는 용어를 북미지역에 대중화시킨 Stiggins(2005)는 학습
을 위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형성평가’로 여겨진 것과 매우 다르다고 주
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형성평가와 학습을 위한 평가를 구분
하였다(Stiggins, 2005: 1-2).
만약 형성평가가 더 빈번함에 관한 것이라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지속
성에 관한 것이다. 만약 형성평가가 교사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형성평가가 사용자들에게 누가 기
준에 도달하였고 미달하였는지를 말해준다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사용
자들에게 학습이 일어나는 동안 각 학생이 저마다의 기준을 향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의 구분은 실제로 명화하지 않을 뿐 아니
라, 형성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로 단순하게 대체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Bennett, 2011). 또한 형
성평가를 평가도구 수준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형성평가가 학
습을 위한 평가로서 재조명된 배경을 개념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써 이를 전통적인 평가로 환원하는 측면이 있다(Klenowski, 2009;
Swafield, 2011). McMillan(2014)이 미국의 상업적 평가도구 시장에서 형
성평가와 상호 교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준평가(benchmark
assessment)란 용어가 형성평가의 대체 용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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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기준평가가 주로 학기 말에 시행되는 선다형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괄평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형성평가를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학자들은 형성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형성평가를 도구로 개념화하는
학자들은 형성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와 구분하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형성평가를 도구로 개념화하는 학자들은 형성평가의 개념을 지
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형성평가를 단지 평가도구로 개
념화하는 방식은 형성평가의 기원과 문자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형성평가를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총괄평가로 평가하여 형성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총괄평가로서 기말고사
를 실시하여, 학생의 한 학기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기말고사는 주
로 선다형 위주의 지필평가로 치러지게 되고, 이 결과는 점수나 등급의
형태로 다시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이 경우는 분명히 형성평가라고 할
수 없다(McMillan, 2014; Wiliam, 2011). 그러나 어떤 교사가 기말고사
결과를 어떠한 점수나 등급이 아닌, ‘의견(comment)’의 형태로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향후 성취 향상을 위한 방법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는

‘총괄평가의

형성적

활용(Black

&

Wiliam, 1998b)’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총괄평가의 형성적 활용을 과정으로 정의된 형성평가 개념이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총괄평가를 전통적 평가로 구분하
고,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 형성평가를 대안적 평가로
구분하는 것은 형성평가의 개념을 명료화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형성평가를 평가도구로 정의하는 것은 학습을 위한 평가로
서 형성평가의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형성평가를 학습
을 위한 평가와 동일시하여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결과중심의 총괄평
가를 형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따라서 형성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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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함의들을 포함하면서도 전통적인 평가의 형성적 활용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2) 기능으로서 정의된 형성평가
‘형성평가’라는 용어의 기원과 문자적 의미는 형성평가가 반드시 수업을
‘형성(form)’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가 수업을 형
성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Wiliam,
2011: 39). 평가가 수업을 형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평가에 의해 교수학습
과정이 학생의 학습과 동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는 것이다. 그
리고 학생의 학습과 동기를 개선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은 구성주의적
이고 학생 중심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교육학
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성평가를 도구로 정의
하고 학습을 위한 평가와 구분하거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학습을 위한
평가와 동의어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성평가를 ‘기능(function)’으로 정의하면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총괄
평가,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와 같
은 용어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Wiliam(2011: 39)은 평가를 ‘형성적(formative)’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영
국의 분석철학자 Ryle(1949)이 말한 ‘범주 오류(category error)’를 범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평가는 형성적으로도, 총괄적으로도 모두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성적 및 총괄적이란 용어는 평가 자체에 대한 기술
이라기 보단 평가 데이터가 기여하는 기능에 관한 기술로서 더 합당하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성평가로 간주되는 어떤 형태의 평
가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도구이면서 중간 단위에 빈번하게 실
시되며, 교수학습과정 중에 수행되었더라도, 수업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형성평가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학기 말에 대규모로 수행된 표준화된
고부담 시험의 총괄평가일지라도, 수업을 형성할 수 있다면 형성평가라
고 할 수 있다. 형성평가의 기술(technic)은 형성평가가 얼마나 수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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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습을 촉진하는지에 관한 정도에
의해 평가되며, 수업의 변화를 위한 활용이 없는 평가는 형성적이지 않
다고 할 수 있다(McMillan, 2014). 이런 맥락에서 Wiliam(2011: 43)은 다
음과 같은 정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평가는 학생의 성취에 관한 증거가 어느 정도로 수집되고, 해석되며, 수
업에서 다음 단계에 관하여 그러한 증거의 부재로 내렸을 결정보다 더
낫거나, 더 낫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교사,
학습자, 혹은 동료에 의해 활용된 정도에 있어서 형성적으로 기능한다.

Wiliam(2011: 43-44)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의 방식의 특징은 형성적
이라는 용어를 평가 자체를 지칭하기 보다는 평가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실제로 기여하는 기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며, 실제로 평가와 수업에
관한 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평가만을 형
성평가라고 지칭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형성평가를 기능적으로 정의한다
는 것은 총괄평가 혹은 형성평가인가에 관계없이 수업증진을 위해 교사,
학생과 그 동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했다면, 그러
한 평가를 형성평가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iliam, 2011: 39).
한편, 형성평가의 핵심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강조는 평가 과정을 설
계할 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Wiliam, 2011: 45). 교사의 의사결정은
어떤 평가 방식으로부터 수집된 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관하여 미리 내려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평가는 교
사가 학습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전, 수집하는 과정, 수집한 후에 확
보할 정보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수집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택한 뒤에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형성평가를 기능으로 정의할 경우에, 형성평가 개념은 교육현장에
서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McMillan(2014)은 한편으로 형성평가를 공
식적 형성평가와 비공식적 형성평가로 개념화하였는데, 공식적 형성평가
는 일반적으로 총괄평가의 형태로 수행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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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식적인 피드백을 지칭한다. 반면 비공식적 형성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혹은 공식적인 수업시간이 아닌 때에 수
행되는 평가와 비공식적 피드백을 지칭한다. 비공식적 형성평가는 학생
의 표정, 몸짓, 말투 등 교수학습 장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적인 정보들을 교사의 관찰이나 발문을 통해 수집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피드백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칭찬, 선물과 같은 즉각적으로 제
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형성평가, 즉 즉각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는 것만을 형성평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의는 공식적 형성평가, 즉 대규모로 수행된 고부담의 표준화 시험을
통해 얻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제공되는 지연된 피드백을 형성평
가 개념 안에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박정(2013: 727-728)은 형성평가를 기능으로 정의
하는 입장은 “교육현장에서 평가가 형성적으로 실천화되는 것에 주목한
다.”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능으로서 정의된 형성평가는 학습을 위
한 평가에 가장 가까운 비공식적 형성평가를 핵심으로 하면서도 교육현
장에서 실제로 가장 영향력 있는 총괄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의 관점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Black et al., 2003; McMillan, 2014;
Wiliam, 2011).

제 3 절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관계
1.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개념
1) 성장 마인드셋과 확장된 평가개념으로서 형성평가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 개념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평가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 가
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대표적 연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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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ck은 교육평가 연구자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신적 과정과 행동의
개인차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심리학 연구 분야에 속해 있는 개념이기 때문
에, 그 자체로 평가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
분은 평가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때에만 유효하며,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형성평가로 정의하게 되면 성장 마인드셋과 교육평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구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 서열화, 선발, 분류, 진학
에 사용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평가가 어떻게 수업
의 변화를 주도하는지, 어떻게 교사와 학생의 신념, 태도, 가치, 동기 등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의 실제 학습에 어떤 결과를 초래
하는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평가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
은 평가의 부수적인 결과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좋은 평가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수학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었다.
이처럼 평가와 수업을 상호 독립적인 교육의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좋은 평가란 얼마나 정교한 통계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얼마
나 신뢰도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는지 등과 같은 조건에 의해 판단된
다.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을 포함한
대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전통
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대상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은, 이 신
념이 학습의 향상 및 교육목표 달성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
는지에 상관없이 평가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심지어 형성평가를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Stiggins(2005)는 형성평가를 제1의 접근, 제2의 접근, 제3의 접근으
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제1의 접근은 검사의 실시 횟수를 더 빈번하게
하는 방법이며, 제2의 접근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다(김진규, 2010: 52에서 재인용). 형성평가에 대한 제1의 접근과 제2의
접근은 평가의 빈도, 평가결과 데이터의 관리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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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평가 개념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McMillan(2014)은 형성평가의 특징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한 바 있다.

특징
학습증거

구조
관여자

피드백

시기

낮은 수준
대부분 객관식, 표준
화됨

일부눈 표준화, 일부
는 개인적인 주관적
진술

대부분 공식적, 계획

비공식적, 자발적, 즉

적, 예측됨

각적

교사

학생

대부분 지연됨, 일반

일부는 지연됨, 일부

적

는 즉각적이고 구체적

대부분 수업과 평가

일부는 수업 중, 일부

이후

는 수업 이후

대부분 규정되었거나
수업조정

높은 수준

제한됨(예:

수업계획

대로 진행)

일부는 미리 정해지고
일부는 유동적

다양한 평가, 객관식,
서술형, 일화 등

공식적/비공식적 모두
교사와 학생 모두

즉각적이고 구체적

대부분 수업 중

대부분 유동적

과제선택

대부분 교사가 결정함

일부의 학생이 결정함

학생-교

대부분의 소통이 공식

일부의 소통이 공식적

사 간 의

적인 역할에 따라 이

인 역할에 따라 이루

소통

루어짐

어짐

없음

거의 관계가 없음

통합되어 있음

동기

외재적(예: 시험통과)

외재적/내재적 모두

대부분 내재적

성공 귀인

외재적 요인(교사, 운)

내재적, 안정적인 요

내재적,

소(능력)

요소(학생의 노력)

자기 평가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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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이 결정함

개방적, 비공식적, 신
뢰와 솔직한 소통

불안정적인

[표 2-2] 형성평가의 수준에 따른 특징 비교(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123)
이 표는 형성평가의 특징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연속선상에 나타내고 있
다. 낮은 수준의 형성평가란 학생들이 평가를 치르고 점수를 제공 받은
뒤에 다음 학습을 위한 간단한 피드백을 받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을
말한다. 반면 높은 수준의 형성평가는 수업 과정에서의 공식적 혹은 비
공식적 증거수집,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 수업조정을 포함하는 등
형성평가의 구성요소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특징들을 포함한다(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123).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낮은 수준의
형성평가는 ‘객관식’, ‘표준화된 시험’, ‘공식적’, ‘계획적’, ‘수업과 평가의
독립’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평가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로 확인되는 특징들이며, 일반적으로 형성평가의 특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다(Wiliam, 2011: McMillan, 2014).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낮은 수준의 형성평가는 Stiggins(2005)가 제시한 제1의 접근과 제2
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신념, 태도, 가치, 동기 등 여러 정의적인 특성
들은 교육평가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어렵다. 그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정의적 특성들이 평가와 무관한 요인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성평가를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새롭게 정의하게 되면, 정의
적 특성들은 오히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된다.
Black과 동료들(2003; 김진호 외 역, 2019: 155)이 형성평가를 교실단위
에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해당 교사들은 학습을 위한 평가를
일종의 사고방식이자 철학과 같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평가에 대한 정신적 장벽을 허물고 평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
의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습을 위한 평가가 일종의 사고방식이자 철학
이라고 한다면, 형성평가는 실제로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을 조절하여 학습을 향상시
키기 위해 실행되는 구체적인 과정 및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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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새로운 동향인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확장된 형성평가는 수업을 조
절하고 학습을 향상하도록 기능하는 과정과 절차이면서, 동시에 교육평
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에 대한 사고방식과 철학을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한다면, 평가는 더 이상 통계학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기록하는 등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
되지 않는다. McMillan(2014)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사의 의사
결정, 인지이론, 학생의 동기 등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
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켜왔다. 특히, 그는 학생들
이 21세기 핵심 역량을 획득하길 원한다면 교사들은 동기이론에 부합하
는 교수 및 평가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평가활동
이 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self-efficiency), 자신감, 귀인, 마인드
셋 등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의 동기는 평가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의 성
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피드백은 평가의 과정에서 핵심적
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McMillan의 주장은 학생평가는
학습결과를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학습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는 평가
개념의 확장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McMillan, 2014). 마찬가지로, 김성
숙 외(2015: 52)는 형성평가가 그동안 총괄평가와 대비되거나 ‘진단-형성
-총괄평가’와 같이 수업과정에 수행되는 평가 정도로 구분되어 왔지만,
오늘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측면을 넘어, 인지적 그리고 정의
적 영역에까지 그 기능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에 의
하면, 형성평가가 정의적 영역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것은 형성
평가의 개념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가 개념의 확장된 측면으로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영향은 학
습을 위한 평가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Stiggins(2002:
761-762)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촉진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방법 중 하
나로 “학생들이 학습자로서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돕기 위해 교실평가를 활용하기”를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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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영국의 교육평가개혁위원회(ARG)는 학습을 향상키기 위한 평
가의 활용은 5가지 요소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중 하나로 “학습에 중대한 영향을 갖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동기 모두
에 미치는 평가의 근본적인 영향에 대한 지각”을 제시하고 있다(Wiliam,
2011: 39).
또한 평가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형성평가
및 피드백과 관련한 연구결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징이다. 앞서 언
급한대로 Black과 Wiliam(1998a)은 형성평가와 관련된 약 250편의 논문
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평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검토 대상이 된 연구물 대부분이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과 평가가 학생들의 동기 및 자존감에 영향
을 미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연구증거들은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평가 행
위의 관행이 여러 문제점과 난점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
하나는 평가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교실
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관행이 점수와 등급의 형태로 성적을 부여하는
평가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으며, 학생 개인의 학습 향상보다
는 경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학생 간 상호 비교를 위한 방법을 많이 활
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Black과 Wiliam(1998b: 6)은 이러한
평가 피드백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르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동기가 약화되며, 결국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Black & Wiliam,
1998b: 6). 이외에도 McMillan(2014)은 형성평가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결과로서 학습자의 목표지향과 성공 및 노력 귀인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
루고 있으며, Black과 동료들(2003)은 교사들에게 수행한 형성평가 워크
숍이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교사들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중 하나로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형성평가 연구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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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평가의 전통적인 관점(혹은 낮은 수준의 형성평가)
과 달리 형성평가 개념은 평가의 본질을 학습자의 학습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가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의 핵
심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McMillan(2014; 손원숙
외 역, 2015: 48)의 주장은 이러한 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타당도나 신뢰도에 대한 개념은 교실평가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
념뿐 아니라, '평가결과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및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 결과 보고'등과 같은 다른 기준들도 고려해야 한
다. 교실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정보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이다. 따라서 교실평가의 질을 판단할 때에는 검사도구 자
체에 대한 검토보다는 '평가결과의 활용과 영향' 및 '평가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였는지'에 초점을 더 두게 된다.

이렇게 평가에 대한 정신적 장벽을 허물고, 형성평가로 나아갈 때 학생
들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심리학적
연구성과들을 교육평가 영역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성장 마인
드셋 개념 또한 이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대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학습자의 자아존중
감, 목표지향, 반응패턴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
는 심리적 변인이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교육적 중요성을 고
려한다면, 평가가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형성에 미치는 영
향은 교육평가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2) 성장 마인드셋과 과정으로서의 형성평가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관계는 성장 마인셋과 형성평가가 모두 학
습자의 학습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형성평가 개념은 교육기관 및 학자들에 의해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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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되고 있으며(ARG, 2002; Balck & Wiliam, 1998a; Cowie & Bell,
1999; OECD, 2005; Shepard, 2005), 실제로 형성평가를 과정으로 개념화
하는 것은 관련 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박정, 2013: 725). 물론
본 연구는 형성평가의 개념을 기능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
을 지지하지만, 형성평가를 기능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이 과정을 중시하
는 형성평가를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
결과보다 학습 과정을 중시할 때 동기와 학습에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형성평가를 기능으로 정의하는 입장의 중심에는 형성평가
를 과정으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성평가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중시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
되어 있다. 하나는 수업 과정에서 평가가 수행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
나는 학습자의 성취 결과뿐만 아니라 성취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
미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형성평가는 수업과정 중에 학생의 학습과 동기
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들로 구성되어야 하
며(Black & William, 1998a; Cowie & Bell, 1999; Wiliam, 2011),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이 학습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Cowie & Bell, 1999). 후자와 관련하여, 형성평가는 “학습요구를 확인하
고 교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학생의 진전 상황과 이해에 대한 빈번
하고 상호작용적인 평가”(OECD, 2005: 21)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학
습 과정을 중시하는 형성평가는 평가체계 뿐만 아니라 학습결과를 생산
해내고 측정하는 교수학습 방식을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 방식으로 유도한다. 즉, 형성평가는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과정
을 평가하게 하고, 학습자는 학습결과가 아니라 학습과정에 주목하게 하
는 방식으로 수업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형성평가의 근본적인 특징은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에서 자세하게 후술하겠지만, Dweck과
동료에 의하면, 평가의 형태로 제공되는 ‘칭찬(praise)’은 마인드셋 발달
의

중요한

요인이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Gunderson, Gripshover, Romero, Dweck, Goldin-Meadwo, & L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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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amins & Dweck, 1999; Mueller & Dweck, 1998). 학생의 특정
행동으로부터 학생의 능력, 지능, 착함(goodness), 나쁨(badness) 등 사
람 혹은 특질과 관련된 칭찬(person- or trait-related praise)을 하는 것
은 학생의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학생의 특정 행동
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과정 혹은 노력과 관련된 칭찬
(process- or effort-related praise)을 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Dweck과 동료들은 학생의 동기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선 학생의 재능이나 능력 등 고정적인 특질을
추론하게 만드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말고, 노력과 과정을 중시하는 피드
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impian, et al., 2007; Dweck, 2008;
Gunderson et al., 2013; Haimovitz & Dweck, 2017; Kamins & Dweck,
1999; Mueller & Dweck, 1998).
더 나아가서, 교사의 피드백 방식과 학생의 마인드셋 및 교실의 성장
마인드셋 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Hooper et al., 2016; Park et al.,
2016; Sun, 2015)는 성장 마인드셋과 과정으로서의 형성평가가 상호 연
관성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Park과 동료들(2016)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행지향적인 피드백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교사
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중 고정 마인드셋을 지지하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 초보다 학년 말에 증가하였다. 또한 Sun(2015)이 40명의 중학교 수
학교사와 그들이 맡고 있는 3,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교실관찰을 실시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사는 학생의
능력보단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들을 실천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교사들은 학생이 옳은 답을 선택했느냐에 상
관없이, 사고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학습목표를 향한 점진적인
성장에 대해 평가하고 칭찬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반대로, 고정 마인
드셋을 촉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최초 성적에 근거하여 집단 별로 구
분하였으며,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겐 낮은 기대를 보이고 높은 성적
을 받은 학생에겐 높은 기대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보단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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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사들이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
는 교육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뤄지는 교육적 방법을 넘어서서, 교실의 성
장 마인드셋 문화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어떤 교사의 교육적 행위에 의
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ooper et al., 2016).
Hooper와 동료들(2016)은 215명의 수학교사와 3,965명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교사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교실
의 성장 마인드셋 문화는 교사의 마인드셋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합계
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성장 마인드셋 교실 문화를 형성한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노력, 좌절 등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
하는 과정들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용한 요소인지 설명
해준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 과
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함의한
다. 그리고 이는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형성평가와의 깊은 관련성 또한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형성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 마
인드셋 관련 연구들은 형성평가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심리학적 자원
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성장 마인드셋과 기능으로서의 형성평가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 형성평가의 관계는 형성평가의 궁극적인 목표
가 “학습자의 동기와 성취를 증진시키는 것”(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122)에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앞서 형성평가를 기
능으로 정의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기능’은 학습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기
능을 의미한다.
학습과 동기의 향상에 있어서 학습자가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갖는 관점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Dweck의 연구는 자신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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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력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이 동기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해왔
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Claro, Paunesku, &
Dweck, 2016). 실제로 학업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Henderson & Dweck, 1990),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Robins & Pals, 200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
년간의 종단연구(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암묵이론과
자기조절 능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Burnette et al., 2013)
는 지능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이 실제 학업성취 향상의 예측 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Henderson과 Dweck(1990)의 연구는 중학교에 입학한지 한
달 정도 된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도전적인 상황에
서 학생들의 지능에 관한 암묵적 이론에 따라 학업성취에 변화가 있는지
를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세한 설계와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에 입학한지 한 달 정도 된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지능에 관한 이론과 지능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한 학
기를 기다린 후에, 입학 전 성적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상된
대로, 자기 자신의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성취에 하락을 보였으며,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성
취에 향상을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과 증진
이론을 가진 학생의 입학 전 성적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암묵이론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도전적이고 어려
운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사실, 실체이론을 가졌다
고 해서 학업성취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Dweck(2000)은 실제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 중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도 많다는 점을 부정하
지 않는다. 그러나 Dweck(2000)은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정적이고 예측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며, 아직은 겪지 않았어도, 삶에는
항상 예견되지 않은 역경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성취에 대한 예측은 항상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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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Dweck(2000: 29)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로 넘어가는 학업적 과도기의 학생들은 “더 어렵고, 더 비개인적인 수업
환경에 노출되며, 이때 주어지는 과제들은 훨씬 더 자신의 지능에 대한
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설계한 것도 위 이유와 무관
하지 않다.
특히 학업성취에 있어서 약화를 보인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지능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지능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지만 더
어렵고 더 비개인적인 수업환경에 노출되며, 훨씬 더 어려운 과제들과
마주하자, 이를 자신의 지능 수준에 대한 지표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성
취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면, 학업성취에 있어서 향상을 보인 증진이론
을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지능 수준에 대해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자신의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Dweck이 지적한 대로, 자신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반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Dweck, 2000: 32). 즉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은 일반적으로 성취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무적이고 긍
정적인 정서들보다 실제 성취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Dweck은 후속 연구에서 동료와 함께 더 많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
다(Dweck & Sorich, 1999). 이들은 똑같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성적과 입학 후 성적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이전 연구
와 같았다. 다만 언제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실제 자신이 배운 게 없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증
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어도, 자신의
능력이 향상됐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노력에 대한 태도에 있
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은 낮은 지능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하였으며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면,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노력을 신뢰할 만한
것이며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실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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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다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암묵이론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은 대학교

시기에도 유효하였다

(Robins & Pals, 2002).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508명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다. 해당 연구는 지능에 관한 이론이
성취목표, 무기력 대 숙달지향 반응, 대학교 기간 동안 성적을 예측하는
지 검증했으며, 대학 기간 동안 자아존중감의 변화 또한 예측하는가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능에 대한 암묵이론이 대학에서 학생
들이 목표에 부여하는 가치, 즉 목표 지향을 예측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도 예측하였다. 실체이론을 가진 대학생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
였으며, 그 차이는 4년간 더 커졌다. Robins와 Pals는 경로분석 결과, 실
체이론을 가진 대학생들의 수행 목표에 대한 집중이 학업성취에 대한 부
정적인 정서와 무기력 행동 패턴으로 자아존중감 상실에 기여한다는 점
을 발견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능에 관한 마인드셋이 학업성취에 유의미
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효과가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유의미하다는 점(Henderson

& Dweck,

1990;

Sorich

&

Dweck, 1999)과 학업성취 결과가 미래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대
학생들에게도 유효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들을 유발했다는 점(Robins & Pals, 2002)은 마인드셋이 학업성취에
갖는 효과가 단면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처럼 성장 마인드셋과 성취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증거들은 성
장 마인드셋의 예측력이 개인이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에 처해 있는 집단에 속한 학생 중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
은 주류 집단(예를 들면 유럽계 백인 남성) 학생들과의 성취격차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보다 감소시켰다(Aronson,

Fried,

& Good,

2002). 또한 Dweck과 동료들이 칠레에서 약 16만 명의 10학년 학생들의
국가단위 표준화 시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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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모든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유효하였다(Claro et al., 2016).
마인드셋과 성취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지능에 관한 마인드셋에 따라 성취와 노력에 부여하는 의미에 차
이가 있으며, 이것이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Dweck & Sorich,
1999; Robins & Pals, 2002). 자신의 지능이 고정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
는다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자
신의 지능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
런 생각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에 필요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고,
무기력 반응을 유발하기 쉬울 것이다. 반면, 자신의 지능이 유동적이며
변화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노력에 의
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력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의미부여는 숙달지향 반응을 유발
하기 쉬울 것이다.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노력의 의미를 자신이 가
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천재들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Dweck, 2000). 또한 그들에게 노력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들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반면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방어적인 행
동 패턴을 보였는데,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과제를 중단
하는 ‘자기 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 전략을 취했다. 이런 전략에
기여하는 사고방식은 자신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낮
아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즉 실체이론은 노력에 대한 방어기제를 형성하
였다(Blackwell et al., 2007; Hong et al., 1999).
노력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다. 무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장기적
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삶에 중요한 보람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노력은 그러한 보람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에 관한 암묵
이론이 노력에 부여하는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속성
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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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를 함의한다. 노력이 삶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 Dweck(2000: 4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신념[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결코 노력이 만
들어내는 결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
식으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들보다는 큰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
는 직업, 전공, 수업, 과제만을 추구할 것이다. 삶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
나는 자신이 우러러보던 능력을, 심지어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능력을 얻음으로써 스스로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이론을 갖
고 있는 학생들은 노력의 효과를 믿지 않을 것이다.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목표 지향, 반응 패턴, 학업성취, 노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속성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신념이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체계임을 보여준
다. 또한 이 의미체계는 통합적인 동기화체계의 하나로서 신념 유형의
차이에 따라 동기화 경향이 내재적인지 혹은 외재적인지, 흥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다(Heyman & Dweck, 1992). 이는
마인드셋으로 대표되는 기저의 성격 변인들이 인지, 정서, 행동의 주요한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역동적인 동기화 과정으로 해석되는 방식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71).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형성평가의 궁극적
목표인 학습과 동기의 향상에 매우 밀접한 상관성, 더 나아가 인과관계
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취에 대한 마인드셋의 영향은
개인의 목표지향(Dweck & Leggett, 1988), 노력에 대한 관점(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역경에 대한 반응(Hong et al., 1999)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
결과들은 형성평가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실평가에서 형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왜 학습자의 학습
과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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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방법
1) 비공식적 피드백으로서 칭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내외 학자들 및 교육기관은 최근
교육평가의 초점이 결과지향적인 총괄평가에서 과정지향적인 형성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김성숙 외, 2015; 김희경 외,
2014; 박정, 2018; 박정, 박준형, 2011; 성태제, 2010; 지은림, 2009; 2010;
Black & Wiliam, 1998a; 1998b; Lipnevich & Smith, 2008; McMillan,
2014; OECD, 2005). 이러한 전환은 평가를 교수학습과 통합된 교육적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평가의 주체로 인
정하고, 빈번하고 효과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동
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 속에서 피드백 또한 함께 주목받고 있
다(박정, 박준형, 2011; 지은림, 2010). 피드백(feedback)은 형성평가의 범
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형성평가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전략 혹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형성평가의 실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형성평가의 전략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학습목표
를 공유하기’, ‘질문과 토론을 활용하기’, ‘피드백 제공하기’,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활성화하기’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은 ‘피드
백’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안희상, 손원숙, 2017). 이런 의미에서 피드백
의 적절성은 형성평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은림, 2010).
이처럼 피드백이 형성평가의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드백 개념을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으로서 학습을 위한 평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피드백은 학습자의 현재 지식과 교육과정에
서 요구하는 지식 사이의 간극을 학습결손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정
(correctives)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정의되었다
(Bloom, Hastings, & Madaus, 1971; Scriven, 1967). 그러나 이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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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는 학습자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반
응하는 행동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학습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적 실천을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피드백의 개념은 “학생의 학습 및 성장에 대한 정
보 제공(Sadler, 1989)”, “학생의 학습동기 신장,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을 위한 정보제공(Balck & Wiliam, 1998a; 1998b; Brookhart, 1997)”,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Heritage, 2007)”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차 확장
되고 있다(김희경 외, 2014: 16).
한편, 피드백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일반적으로 성적(grade)의 형태로
제공되는 공식적 피드백 보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비공
식적 피드백이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형성평가에 더욱 적절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지은림, 2009; 2010; McMillan, 2014; Shute, 2008). 형성평
가를 개념화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식적 형성평가와 비공식적 형성평가
로 구분하는 것이다(Ruiz-Primo & Furtak, 2007). 공식적 형성평가가 시
험, 과제, 구조화된 평가활동과 같은 계획된 평가활동이라면, 비공식적
형성평가는 매 수업의 장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교사의 관찰,
질문, 적절한 피드백, 즉각적인 수업교정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평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McMillan, 2014). 이러한 구분에 따라 피드백의
유형도 공식적 피드백과 비공식적 피드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식적
피드백은 계획된 평가활동에 의해 산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연된
피드백’의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비공식적 피드백은 수업 장면에서 수행
되는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상황에서 교사의 관찰과 질문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의 형태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Shute(2008)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수행하고 있는
특정 과제나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매 교육시점에서 수
시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지필 형태보다 구술의 형태로 제공되는 피드
백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Heritage(2007)는 피드백 과정을 교사
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자체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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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e(2008)와 Heritage(2007)의 주장은 피드백 개념이 비공식적 피드백
을 중심으로 재정의 되고 있음과 동시에, 비공식적 피드백의 성격이 무
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피드백의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형태는 ‘칭찬
(praise)’이다(Lipnevich & Smith, 2008; McMillan, 2014). 비공식적 피드
백으로서 칭찬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 및 정의적 영역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nk, 1983, 1994). 이런 이
유로,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적으로 좋은 의도를 갖고, 의식적이든 무의식
적이든 학습자에게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비공식적 피드백의 한 형태로
서 칭찬을 제공한다. 이때, 교사는 “잘했어!”라는 간단한 형태의 칭찬에
서부터 더 정교화 되고 구체적인 칭찬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Lipnevich & Smith, 2008). 이런 맥락에서 교사는 교실장면에서 형성평
가를 실천하기 위해 비공식적 피드백의 한 형태로서 칭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칭찬의 효과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학습
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량의 연구증거들이 제기되면서, 칭찬
의 효과가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Black과 Wiliam(1998a)은
어떤 평가 유형이든 학습을 위한 평가는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피드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형성평가의 핵심활동이 두 가지
유형의 정보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Lipnevich & Smith, 2008). 이들은
방대한 양의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형성평가의 핵심활동은 ‘학습자
의 현재의 지식’에 관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 교육과정, 학생의
개인적 기준이 요구하는 지식’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사이의 불일치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현
재 수준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lack과 Wiliam
은 형성평가의 두 가지 추가적인 요소를 주장하였다. 이들이 추가한 두
가지 요소는 ‘현재 지식과 요구되는 지식 사이의 간극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학습자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행동은 학습자가 정보에 관한 메시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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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방식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것이다(Black과 Wiliam, 1998a). 이는
교사가 좋은 의도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피드백의 내용과
유형 혹은 성격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조건에

따른

피드백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Hattie와

Timperley(2007)는 피드백의 유형을 4가지 수준, 즉 과업 수준(task
level), 과정 수준(process level), 자기조절 수준(self-regulation level), 자
아 수준(self level)으로 구분하였다. 과업 수준은 과제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였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과정 수준은 전략과 같은 학생이 주어
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겪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조절 수준은
학생의 ‘자기 모니터링(self-monitoring)’과 행동의 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는 피드백을 의미하고, 자아 수준은 학습자의 성격 및 인성에 대
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다(Lipnevich &
Smith, 2008). 이 중 효과적인 수준의 피드백은 ‘과정 수준’과 ‘자기조절
수준’인 반면, 가장 덜 효과적인 수준은 ‘자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Hattie & Timperley, 2007). 즉 이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피드백이
어떤 수준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 피드백의 효과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
으며, 피드백이 학생의 관심을 ‘자아(self)’로 향하게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Butler와 Nisan(1986)은 구성적
피드백(constructive feedback)을 제공한 경우와 문자와 점수의 형태로
제공되는 성적의 피드백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적의 형태로 제공
되는 피드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
다. 이는 성적의 형태로 제공되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관심을 ‘자아’로 이
끌기 때문이다. 성적에 대한 강조가 학생들이 자신의 수행결과로부터 자
신의 능력을 측정해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는 이
러한 설명을 지지한다(Butler, 1987, 1988).
이와 관련하여, Kluger와 DeNisi(1996)의 연구결과는 피드백의 효과차
이를 ‘칭찬’의 유형과 관련지으면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이들
은 피드백의 효과가 일방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것처럼 묘사되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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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에 반하는 증거들은 무시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
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효과적
이었으나 이 중 1/3은 수행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조절요인
분석에 따르면, 피드백의 효과성은 학생들의 관심을 과제(task)로부터 멀
어지게 하는 메시지가 함축된 비판(criticism)이나 칭찬(praise)이 학생들
에게 제공되었을 때 감소되었다(Lipnevich & Smith, 2008). Butler(1987,
1988)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언어적 칭찬은 성적에 대한 강조와 마찬가
지로 수행결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유추하게 하는 추론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들은 과정 수준과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이 학
습에 가장 효과적인 반면 자아 수준의 피드백이 가장 덜 효과적이라는
Hattie와 Timperley(2007)의 결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비공식적 피드백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칭찬의 효과가 항상 일관된 결과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들은 학습자의 자아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칭찬의
유형이 학습자의 동기와 학습에 부정적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평가를 위해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함에
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교사의 세심한 고려
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세심한 고려는 칭
찬의 메시지가 학생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며, 어떤 방식으로 인
지, 정서, 행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방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에서 다룬 형성평가 영역에서의 피드백의 차별
적 효과에 관한 연구증거들과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으로서 칭찬
앞선 논의를 통해, 칭찬이 비공식적 피드백으로서 일반적인 교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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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성평가 방법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Dweck의 연구는 교실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칭찬 피드백이 학
생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장
기적인 관점에서 마인드셋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발달심
리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공식적 피드백으로서 칭찬의 차별
적 효과를 성장 마인드셋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
평가의 관계가 파악될 수 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연구증거 중 하나는 성장 마
인드셋이 가르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개입(interventions)이 학생들의 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마인드셋에 관한 비디오를 시
청한

뒤에

부모의

개입

방식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거나

(Andersen & Nielsen, 2016), 교육용 게임(BrainPOP®)안에 포함된 메시
지를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지어 바꾼 뒤에 성취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
(O’Rourke, Haimovitz, Ballweber, Dweck, & Popović, 2014)가 있다. 한
편, 개입의 효과는 실제 학교 환경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교사가 수업 중
에 수행한 아주 작은 단위의 개입의 효과(Bonne & Johnston, 2016), 정
해진 교육적 메시지를 내포한 멘토링과 웹사이트를 활용한 개입의 효과
(Good, Aronson, & Inzlicht, 2003), Dweck과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고
검증된

성장 마인드셋 교육프로그램인 ‘Brainology’을

적용한

효과

(Schmidt, Shumow, & Kackar-Cam, 2017)가 확인되었다. 이런 연구결
과들은 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개인의 학습과 동기에 인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한 개입이나 일시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처치(manipulation)하는 것이 학습과 동기 향상에 인과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성인의 마인드셋과
아동의 마인드셋 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은 성
장

마인드셋의

발달에

의문을

제기한다(Gunderson

et

al.,

2013;

Haimovitz & Dweck, 2016; Hooper, Haimovitz, Wright, Mur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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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ger, 2016; Park, Gunderson, Tsukayama, Levine, & Beilock, 2016;
Sun, 2015).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Dweck과 동료들에 의
하면 아동의 마인드셋은 성인의 언어적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인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Kamins &
Dweck, 1999; Mueller & Dweck, 1998).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행위는
주로 ‘칭찬’의 형태로 아동들에게 전달되는데, Dweck과 동료들은 부모나
교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칭찬 유형의 차이가 아동들에게 다른 유형의
목표, 귀인, 마인드셋을 형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Dweck의 첫 연구는 지능에 관한 칭찬이 아동들의
동기와 수행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Mueller &
Dweck, 1998). 이 연구에서 미국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훌륭한 수
행을 보인 학생에게 지능에 대한 칭찬을 제공한 집단과 노력에 대한 칭
찬을 제공한 집단을 나눈 뒤에 칭찬의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Mueller와 Dweck은 세 가지 유형의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최초에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칭찬을 제공한 후에, 한 집단에는 지
능을 칭찬하고, 다른 집단에는 노력을 칭찬했다. 지능을 칭찬한 집단에겐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한 반면, 노력을 칭찬한 집단에겐 “정
말 열심히 노력했구나.”라고 칭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집단은 목표지향에 있어서
수행목표를

지향했으며,

실패

후

귀인에

있어서

저-능력

귀인

(low-ability attribution)을 사용하였고 지능에 대한 실체이론을 형성하
였다.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집단은 목표지향에 있어서 숙달목
표를 지향했으며, 실패 후 귀인에 있어서 저-노력 귀인(low-effort
attribution)을 사용하였고 지능에 대한 증진이론를 형성하였다. 이는 성
인이 아동의 수행으로부터 아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능력’
을 칭찬할 때, 아동은 능력이 수행으로부터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고정된
특질이라는 점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ueller & Dweck, 1998:
34).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은 아동이 그들의 노력의 과정과, 노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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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다 줄 학습 향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지능 칭찬을 받은 아동들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보다
타인의 성적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였으며, 자신의 성적을 실험자에게 거
짓으로 보고하는 등 부적응적인 행위패턴을 보였다.
칭찬 유형의 차이가 목표지향, 귀인, 마인드셋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는
지능에 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유효하였
다(Kamins & Dweck, 1999). Kamins과 Dweck(1999)은 앞선 연구와 달
리, 칭찬의 유형을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사람(person) 혹은 특질(trait)
을 칭찬하는 것과 과정(process) 혹은 노력(effort)과 전략(strategies)을
칭찬하는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더 포괄적인 평가의 형태로 제공되는 피
드백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Kamins & Dweck, 1999: 835). 특히
사람 혹은 특질 관련 피드백(person- or trait-related feedback)은 아동
들에게 자신의 수행으로부터 단지 ‘지능’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측정
할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종류의 피드백은 아동의 능력, 착함
(goodness), 나쁨(badness), 가치(worthiness)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특징들은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평균 5-6세의 아동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
제를 역할놀이를 통해 달성하였고, 사람, 결과, 과정 칭찬 중 하나를 받
았다. 연구자들은 아동들이 각 종류의 칭찬을 받은 후에 실패와 역경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기평가, 정서, 지속성(persistence) 측면에서 검
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성인이 평가의 한 형태로서 칭찬을 사용할 때, 사
람, 능력, 특질을 수반하는 피드백을 받은 아동들이 노력 혹은 전략 칭찬
을 받은 아동들에 비해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
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Kamins & Dweck, 1999:
844). 특히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은 아동들은 실패 후에 스스로 덜 착
하고, 덜 멋지고, 덜 현명하다고 믿었으며, ‘나쁨’이 단 한 번의 실패로부
터 진단될 수 있으며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신념을 더
강하게 지지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피드백을 받은 집단은 이처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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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난하는 부적응적인 반응 패턴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 외에 유
익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사람 혹은 특질과 결과를 중심으로 피드
백을 제공하는 성인들의 행위습관은 아동들의 부적응적인 반응 패턴을
초래함과 동시에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거나 교육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서, Dweck과 동료들은 지능과 같은 능력을 칭찬하는 것
외에, 단지 총칭적인(generic) 언어로 칭찬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였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선행연구에서 Kamins와 Dweck(1999)은 전인(the whole person)
적인 칭찬(“너는 착한 아이야”)과 과정 칭찬(“훌륭한 방법을 찾아냈구
나.”)을 구분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실패나 실수 후에 무기력한 반
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Dweck과 동료들(Cimpian, et
al., 2007: 314)은 이를 각각 총칭적 문장(generic sentence)과 비총칭적
문장(nongeneric sentenc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능과 능력 외에도
총칭적인 언어 사용이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Gelman(2004)은 아동이 자연의 종류에 대한 지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범주를 지칭하는 총칭(category-referring generics)의 역할을 밝힌 바 있
는데(“Dogs are friendly”), Dweck과 동료들은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였
다(“John is friendly”). 예를 들면, “존은 친절하다(John is friendly)”라는
총칭적 문장은 ‘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괄적이고 불변적인 특질을
함축하고 있는 반면, “존은 파티에서 친절했다(John was friendly at the
party)”라는 비총칭적 문장은 특정 과거 사건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포괄
적이고 불변적인 특질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처
럼 언어 사용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아동의 반응패턴과 마인드셋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Dweck과 동료들(Cimpian, et al., 2007)은 미취학
아동들을 총칭적 칭찬으로 “너는 훌륭한 화가야(You’re a good drawer)”
라는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과 비총칭적 칭찬으로 “그림을 아주 잘 그렸
구나(You did a good job drawing)”라는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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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총칭적 칭찬은 아동들을 특질 용어로 생각하도록
이끌었으며, 아동들이 실패 후에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
듦으로써 부적응적인 반응패턴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이런 유형의 칭찬
은 아동들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정의하도록
만들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칭찬과 마인드셋의 활성화, 동기, 성취와의 상관관
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실험환경에서의 일시적인 효과들만을 보고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칭찬이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
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확인되려면 보다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Dweck과 동료들은 양육환경에서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칭
찬이 1-3세 영유아들의 5년 후의 마인드셋을 예측하는지를 확인하였다
(Gunderson, Gripshover, Romero, Dweck, Goldin-Meadwo, & Levine,
2013). 연구결과는 비록 내적 특성에 관한 부모들의 초기 칭찬은 영유아
들의 이후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이 없었지만, 노력에 대한 칭찬은 5년
후 영유아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연
구에서 확인된 칭찬의 인과적 역할이 가정환경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성인이 아동에게 사용하는 언어적인 평가
의 한 형태로서 칭찬 피드백이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성인의 마인드
셋과 아동 및 학생의 마인드셋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
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Gunderson
et al., 2013; Haimovitz & Dweck, 2016; Hooper, Haimovitz, Wright,
Murphy, & Yeager, 2016; Park, Gunderson, Tsukayama, Levine, &
Beilock, 2016; Sun, 2015). 즉 성인의 마인드셋과 아동 및 학생의 마인드
셋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증거와 성인의
언어적 피드백이 아동의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증거 사
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Haimovitz & Dweck, 20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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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weck과 동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게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육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행함으로써 부
모와 교사의 성장 마인드셋이 아동에게 자연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단
순한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분석하였다(Dweck, 2010; 2017; Haimovitz &
Dweck, 2016; 2017). Haimovitz와 Dweck(2016)에 따르면 성인의 지능에
관한 마인드셋은 아동의 마인드셋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아
동의 실패에 대한 반응과 동기화 혹은 탈동기화로서 실패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마이드셋을 예측했다. 즉 성인이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아동의 실패를 ‘결함’으로 해석하는가 혹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 Haimovitz와 Dweck
은 동기화 혹은 탈동기화로서 실패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서로 다른 유
형의 양육 행위를 낳았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양육행위가 아동의 지능
에 관한 마인드셋 발달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성인의 동기화 방법에 관한 마인드셋이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
인드셋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4)
요컨대, 사람 혹은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아동의 마인드셋 발달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만, 성인의 그와 같은 교육적 행위는 단순히 성인의 성
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
히려 성인의 마인드셋과 무관하게 동기화 방법에 관한 마인드셋이 아동
의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은 구체적
으로 부모와 교사들이 성장 마인드셋과 일관된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관점과 실천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Haimovitz
& Dweck, 2017: 1856). 즉 학습과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적응적
인 반응 패턴의 예측 요인으로 알려진 성장 마인드셋은 부모와 교사가
성장 마인드셋과 일관된 동기화 방법에 관한 관점과 실천 방법을 학습하

4) Haimovitz과 Dweck(2017: 1856)은 성인의 마인드셋이 아동의 마인드셋에 영
향을 미치는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한다. 이들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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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및 학생에게 과정 혹은 노력과 관련된 칭찬 피
드백을 제공 할 때 발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증거
들은 형성평가의 방법으로써 비공식적 피드백인 칭찬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칭찬이 더 효과적인지에 관한 심리
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교실장면에서 교사가 학
습과 동기를 포함한 적응적인 반응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교육적 관점을 채택하고, 어떤 교육적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이론적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개념은 형성평가의 개념이 평가가 학습
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방향
으로 확장되었다는 점,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 모두 학습 과정을 중
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이 형
성평가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심리학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깊은 관계가 있었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방법은 비공식적
피드백의 형태로 제공되는 칭찬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어떤 칭찬이 결과적으로 학습과 동기에 효과적인지에 관해 성장 마
인드셋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도덕과 평가는 지
능에 관한 영역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과 평가와 달리 사회적 혹은 도덕
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이를 타당화 하는 작업
이 별도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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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덕과 형성평가를 위한 성장 마인드셋 적용의 타당화

제 1 절 도덕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한계점 도출
1. 도덕과 평가의 변천 및 연구 동향 분석
먼저, 제1절에서는 도덕과 평가의 교육과정 상의 변천과 연구동향을 분
석하여 도덕과 평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도덕과
평가의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할 것이다. 제1절에서 도출된 도덕과 평가
의 특징과 한계점은 도덕과 평가에서 형성평가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
해줄 것이다.
도덕과 평가가 국가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변화되
어온 과정과, 이 과정 속에서 도덕교육 연구자들의 도덕과 평가와 관련
된 연구관심사의 흐름 속에는 도덕과 평가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도덕과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덕과 평가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
는지, 향후 도덕과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등 도덕과 평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과 이에 대한 극복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과
평가의 변천 및 연구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다른 학업성취 평가와 구분되
는 도덕과 평가의 특징과 현재 도덕과 평가 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 파
악할 수 있다. 먼저, 도덕과 평가가 국가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의 요구
에 따라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도덕과 평가의 변천은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의 변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덕과 평가의 변천을 확인하기 위해 제3차 교육과정에 기술된 도덕과
평가에 대한 내용부터 현재 2015 교육과정에 기술된 도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학술지
논문과 연구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도덕교육 연구 영역에서 도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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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비중과 양적 변화를 확인하고, 도덕과 평가 연구의 동향을 파악
할 것이다.
1)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의 변천
➀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최초의 기술(記述)은 도덕과가
처음으로 교과로 설정된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
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다. 지도상의 유의점
(6) 도덕과 평가는 교과 성취도와 학생의 생활 전반을 종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표 3-1]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문교부,
1973: 14).
제3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크게 ‘가. 목표’, ‘나. 내용’, ‘다. 지도상의 유의
점’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 지도상의 유의
점’에 제시된 6가지 진술문 중 6번째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
는 교육과정 상에서 평가에 관한 부분으로 따로 다뤄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상당히 간단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진술문을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관리자, 교육정책입안자를
포함한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도덕과 평가에 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며, 도덕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과 같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5)
5) 서강식(2005: 131-133)에 따르면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와 도덕·윤리교과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체계화하는
단계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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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지
만, “교과 성취도와 학생의 생활 전반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내
용을 통해서 도덕과 평가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과 평가가 ‘교
과 성취도’와 ‘학생 생활 전반’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과 평
가가 ‘도덕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모두 수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학습자가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습한 수준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혹은 인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의 달성 여부가 ‘도덕과 학업성취
평가’로는 타당하게 확인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요컨
대,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간 양성’이라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가 타당하
게 달성되려면 ‘도덕성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창우, 2006: 8).
➁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제4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제3차 교육과정에
비해 구조적인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3차 도덕
과 교육과정은 도덕과 평가를 ‘지도상의 유의점’ 중 하나로 다루고 있지
만,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에서 평가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
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가) 단순한 지식의 평가에 그치지 말고, 도덕적 사고력, 태도와 습관을 평가
하도록 한다.
나) 도덕성의 평가에서는 특히 그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어
야 한다.
다) 평가의 결과가 학생의 도덕적 생활에 연결되도록 배려한다.

[표 3-2] 제4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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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2).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평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였다는 점
에서 제3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비해 평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구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제3차 교육과정과 달리 도덕과 평가가 ‘단순한 지식의 평가’에 그
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도덕적 사고력, 태
도와 습관’을 평가해야 한다고 기술함으로써 보다 고차원적인 인지적 측
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 대한 평가, 즉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
가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차 교육과정과 달리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의 중요성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가)’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단순한 지식
의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 비교적 신뢰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만, 그러한 평가가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도덕과 평가의 신뢰성은 확보되
었지만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한다. 반면, 보다 고차원적인 인지적 측면,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 습관과 같은 행동적 측면을 평가할 경우에 비
교적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평가가 교사의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도덕과 평가의 타당성은
확보되었지만 신뢰성은 확보되지 못한다. 즉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처럼 도덕과 평가에 내재하고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인
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결과’를 처음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
련된 진술문은 평가의 결과가 도덕적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지,
평가의 결과가 도덕적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지, 평가의 결과가
도덕적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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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연결’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진술문으로부터 도
덕과 평가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범위를 평가결과까지 확장했다는
점은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내용과 확연히 구분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③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구성면에서 제4차 도덕과 교육과
정 시기와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2.평
가’로 별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별도의 구성은 이후 모든 교육과
정에서 지켜진다. 그러나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관한 내용은 탈락
되었다. 제5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
음과 같다.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가) 단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사용은 가능한 한 지양
하고, 도덕적 판단의 수준이나 내면화의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도덕과 평가의 결과는 주로 교사의 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되도록 한다.

[표 3-3] 제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문교부,
1987: 1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는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선다형 중심의 지필평가
로는 도덕성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만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
다. 즉 보다 고차원적인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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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평가하려면 반드시 선다형 중심의 객관적 평가 방법 외에 다양
한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가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4차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던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도덕적 판단의 수준’과 ‘내면
화의 정도 등’으로 축약되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5차 교육과
정 시기까지 도덕과 평가 영역에서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당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
낸다.
이와 별도로 한 가지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도덕가 평가의 결
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불명료하고 제
한된 정보만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제5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
평가의 결과를 “교사의 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도덕과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다 구체화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평가의 발전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이전 교육과정 시
기의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에 비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발
전을 보이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5. 평가
가. 도덕과의 평가는 단편적인 지식 습득의 측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도덕적 판
단력, 도덕적 가치와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도덕과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의 내면화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다. 가치와 태도의 내면화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면담, 상호 평가, 자기 평가와 같
은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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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의적 영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가치 판단의 합리성이 하나의 기준
이 될 수 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의 합리성은 도덕적 가치나 태도의 합리성 추구
에 대한 관심 및 도덕적 가치 문제를 파악하는 정확도, 이미 결정한 도덕적 가치
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의 확립 정도 등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마. 도덕과의 평가에서 객관식 평가 방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관찰법과 면접법, 구조적 질문지법과 비구조
적 질문지법 등과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바. 도덕과의 평가에서는 특히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설계할 능력이 습득되어 있는가
와, 가정ㆍ이웃ㆍ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및 예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도덕 문
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와, 투철한 국가ㆍ민족 의식 및 통일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한다.

[표 3-4]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교육부,
1992: 17).
이전 시기에 비하여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관련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었으며, 평가준거가
처음 언급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
에 관한 내용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간단하게 언급되거나, 축약되거
나 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지만,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인지적 측면에
서 ‘도덕적 판단력’, 정의적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와 태도’, 행동적 측면
에서 ‘실천의지와 행동 성향’을 기술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을 비교적 상세
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상세하게 기
술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준거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들은 무엇을
평가해야 학습자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려주는 바가 거
의 없다. 특히 ‘나’에서 정의적 영역의 평가준거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
의 내면화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적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
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더 모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6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진술문
에 제시된 평가기준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와는 별도로, 도덕과 평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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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술에 평가준거가 제시된 것과 함께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
은 도덕과 평가가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평가방법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전 시기의 교육
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면접법’, ‘상호 평가’, ‘자기 평가’, ‘관찰법’,
‘구조적 질문지법, 비구조적 질문지법’이 제시됨으로써 선다형 위주의 지
필평가 외에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내
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다만,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평가의 결과’에 관한 내용들이 제외
되었는데, 이는 많은 교육평가 연구자들이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을 개선
하고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평가결과의 활용 및 해석, 평가
결과의 피드백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도덕과 평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⑤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가 이전 시기의 도덕과 평가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은 ‘도덕과 평가의 본질 및 바람직한 방향’을 강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
은 다음과 같다.

6. 평가
(1)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덕과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
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신념과 태도, 실천 의지와 행동 성향 등
을 포함하게 된다.
(2) 도덕과의 인지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
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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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
면화 정도 등을,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평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할 수 있다.
(3)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
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도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법, 면담법, 구술 평가. 포트폴리오(portfolio), 토론 과정 및 발표에 대한 관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평가 결과는 기록, 보고,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계속적
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5) 도덕과 평가는 학생들을 등급화, 서열화하는 판정과 분류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교수․학습의 개선을 지향하는 성장과
개선으로서의 평가가 되도록 한다.

[표 3-5]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교육부,
1997: 44)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가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들과 구분
되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전 교육과정들에서 간접
적으로만 제시되었던 ‘통합적 평가’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이란
진술이 추가됨으로써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인지적 측면에선 ‘도
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이해 정도’, ‘도덕적 사고력과 추
론 능력 정도’,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도’로, 정의적 측면에선 ‘도덕적 민
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내면화 정도’로, 행동적 측면
에선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로 구체화하여 평가
준거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치판단의 합리성’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 여기선 인지적 측면으
로 제시되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가 도덕성에 대
한 통합적 평가와 평가준거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더 발전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도덕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서강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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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둘째, 평가결과에 관한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다. 특히 평가결과가 ‘학생
들의 계속적인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의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들과 달리 평가
결과 활용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셋째,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바람직한 지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5)’에 기술된 내용은 ‘(1)’에서 ‘(4)’에 기술된 내용들이 어떤 목적으
로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시기의 교육
과정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적인 점이다. 특히 둘째와 셋째는 제7
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내용
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⑥ 2007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2007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이전 시기의 도덕과 평가에 비하
여 양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질적인 면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07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5. 평가
가. 도덕과 평가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평가가 학업 성취도 및 도덕적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판정하
는 자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과 학습 진전 상황을 기록하여 궁극적으로
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 도덕과 평가에서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한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ㆍ규범의 의미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
고력과 판단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등을 평가한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민
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ㆍ규범의 내면화 등을 평가한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ㆍ규범의 실천과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한다.
다.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교 급이나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덕목 및 도덕규범의 이해, 도
덕적 문제 해결,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실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
학교고학년 및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개념 및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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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문제 파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판단 및 의사 결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라. 도덕과 평가에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취 기준형으로 제시된 학년
별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마. 도덕과 평가는 도덕성의 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가에서도 가급적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
기 보고, 구술ㆍ논술 평가, 포트폴리오(portfolio),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도덕성의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특히, 도덕과의 논술형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바.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생 평가만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도덕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도덕
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기 장학 자료가 되도록 한다.

[표 3-6] 2007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교육인적자
원부, 2007: 30-31)
2007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의 측
면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몇 가지 질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전 시기의 도덕과 평가에서는 기술되지 않았거나,
가장 마지막에 기술되었던 ‘평가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이 제일 먼저
기술되었다. 이는 도덕과 평가의 변천 속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들,
즉 도덕성 평가,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
한 다양한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이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함
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덕
교육의 목표가 특정 유형의 학업성취에 있지 않고 ‘도덕적 인간’을 양성
하는 데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처럼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
향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평가 영역에서 발달단계를 고려한 기술이 제시되었다.
2007 도덕과 교육과정은 발달단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과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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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고학년 및 고등학교’로 급을 나눠서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고차원적 인
지능력을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기존에 모든 학
교급과 발달단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도덕과 평가를 각 학교급과 발
달단계의 교육목표에 맞춰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도덕과 평가에 대한 더
세심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이 더 강화되었다. 2007 도덕과 교육과정은
평가결과를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과 교수학습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의 기초 자료‘와 ’교사의 자기 장학 자료‘로 활용할 것
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평가대상을 학생과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사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⑦ 2009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2009 교육과정 시기부터 도덕과 평가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
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도덕과 평
가에 관한 기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09 교육과정에 나타
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6. 평가
가. 도덕과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도덕성 및 인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여 개별 학생,
학급, 학년 집단에 적합한 교육적 처방을 제시하고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 목표와 내용 특성 및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
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 개인과 집단의 도덕 학습 성취 수준을 면밀히 분석
하여 개선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및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실시한다. 인지적 측
면에서는 도덕적 가치·덕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가치 판
단의 합리성 등을 평가한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 도덕적 가
치·덕목의 내면화 정도 등을 평가한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덕목에 따
른 행동 능력과 실천 습관화 정도 등을 평가한다.
다.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법 및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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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한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 구
술·논술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상호 평가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논술 평가를 위해서는
도덕과의 특성이 드러나는 논술 문항과 객관적인 채점 기준을 제작한다.
라. 평가 내용과 방법이 교육 내용과 일치(alignment)하도록 유의한다. 평가 내용과
방법은 도덕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덕적 성찰 및 탐구 능력을 높이는 것과 일관
되어야 한다. 도덕과 평가에서 활용하는 선택형 문항, 서술형 및 논술형 문항을 제
작할 때에는 수업 목표와 평가 목표의 일치, 학습 내용과 문항 내용의 일치, 학습
내용과 문항 내용의 초점 일치, 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문항 수준의 일치를 확인하
도록 한다. 특히 문항 내용, 기술 언어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마. 학교 급이나 학년 특성에 적합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초등학
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주로 도덕적 덕목 및 규범의 이해, 도덕적 문제 해결,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실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학교 고학년에서
는 주로 도덕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 문제 파악 및 인식, 탐구 설계 및 수행, 자
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
여 평가한다.
바.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인성 핵심 역량 평가는 프로
젝트형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형 접근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탐구와 성
찰에 유용하고, 실천․체험 중심의 참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의미를 구
성하고 반성적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수행 평가로 사용할 수 있
다.
사. 성취 기준을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여 상호 주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취 기준은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을
고르게 고려하면서 설정한 것으로서,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 성취 대상이 되는
능력과 특성, 평가의 목표와 초점, 문항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정하는 준거가 된
다. 따라서 평가 목표 구체화, 문항 내용 구성, 문항 정답률 설정, 문항 배점 결정
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 평가 방법과 기법 및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것의 주된 용도와 장

단점을 살펴

가장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때는 단편적인 지식이
나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생각한 바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는 능력과 학습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고차적 학습 결과를 측정하도록
한다. 문항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채점기준을 만들되,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
덕적 지식,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 도덕적 실천 의
지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자.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수업 목표의 성취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방법과 교수·학습 계획 등 전반적인 교
육 활동을 개선하고 교사의 자기 평가와 자율 장학에 쓰이도록 하는 동시에 궁극
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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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09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교육과학기
술부, 2012: 30-31)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의 특징은 ‘성취기준’에 관한
기술과 ‘프로젝트형 접근’에 관한 기술, 그리고 ‘평가와 교육내용의 일치
(alignment)’에 관한 기술이다. 먼저, 2009 도덕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의 의미와 역할을 기존 도덕과 평가에 비해 강조하면서, 도덕과 평가가
성취평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상대평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비교육적인 결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덕과 평가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질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둘째로, ‘프로젝트형 접근’은 2009 교육과정 시기에 제시된 ‘인성 역량
(character competence)’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인성 역
량’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지식 위주의 도덕과 평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
으로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대안적 평가가 될 수
있다. 이에 2009 도덕과 교육과정은 인성 역량에 대한 평가를 프로젝트
형 접근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교육내용의 일치(alignment)’는 최근 교육평가의 동
향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교육평가는 평가를 교육활동과 별개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일부로 인식함으로써 평가와 교수학습
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김재춘 외, 2017: 308).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
는 이러한 교육평가의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도덕과 평가의 내용과 방법
이 도덕과 교수학습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
업내용이 합리적인 가치판단, 의사결정, 도덕적 추론 등과 관련되어 있다
면 선다형 지필평가보단,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
가방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⑧ 2015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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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과정 시기의 평가는 ‘과정중심평가’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
다. 2015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으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3). 이러한 특징은 2007, 2009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확인된다.
2007, 2009 교육과정 총론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
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고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2, 교육과학기술부, 2009: 22). 그러나 2007,
2009 교육과정 총론에서 과정중심평가에 관한 내용은 ‘학교급별 지침’ 혹
은 ‘학교급별 공통 사항’에 기술되어 있는 반면,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과정중심평가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2015 교육과정에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중요
성이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5 도덕과 교육
과정 목차를 살펴보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해당 영역의 교
수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 특히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제시”라고 해설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일러두기’). 이
를 종합하여 김재춘 외(2017: 308)는 2015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를 토대
로 과정 중심평가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여 계획,
실행하고, 평가의 대상을 학습의 결과에 대비된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
추며(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아님), 과정을 타당하고 의미 있
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중시하고, 평가 후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돕고 수업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형성적 평가 목적을 강조하는 평가

이와 같은 개념화는 2015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나. 평가의 방향
(1) 초등학교 도덕

- 88 -

(가) 도덕 수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에 대해 통합
적으로 평가한다. 즉, 인지적 요소에서는 도덕적 가치 덕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등을 평가한다. 정의적 요소에서는 도덕적 감정의
적절한 절제력과 표현력,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등을 평가한다. 행동적 요소에서는 도
덕적 가치 덕목과 예절 및 준법에 대한 행위 기능과 실천의 습관화 등을 평가한다. 특히
이 3요소들 각각이 학습되고 발달되었는지의 여부를 적절히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3요
소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목표와 내용 특성, 학생 개인의 인지, 정서, 도덕성 발달 정도와 도덕 학습의 성취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및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평가 방법과 기법 및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그것의 주된 용도와 장 단점을 살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한
다. 문항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채점 기준을 만들되,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덕적
지식과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도덕적 실천 의지와 실천 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방법과 기법 및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평가, 구
술 논술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상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도덕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라) 평가 내용과 방법이 교육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다. 평가 내용과 방법은 도덕과에서 강
조되고 있는 도덕적 성찰 및 탐구 능력, 즉 도덕함의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도덕과 평가에서 활용하는 선택형 문항, 서술형 및 논술형 문항을 제작할 때에는 수업
목표와 평가 목표의 일치, 학습 내용과 문항 내용의 일치, 학습 내용과 문항 내용의 초점
일치, 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문항 수준의 일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문항 내용과 기
술하는 언어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마) 성취기준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성취기준은 도덕 수업 내용의 범위와 수준, 도
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여러 기능, 평가의 목표와 초점, 문항 내용의 범위
와 깊이를 정하는 준거가 된다. 따라서 평가 목표의 구체화, 문항 내용의 범위와 수준,
문항 정답률 설정, 문항 배점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바)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발달을 도모하고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데 필요
한 자료로 활용한다. 즉, 평가 결과는 수업 목표의 도달 및 수업 내용의 성취 여부를 파
악하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수업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 계획과 방법 등 전반적인 도덕
수업 활동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교사의 자기 평가와 자기 성찰에 이용할 수 있
다.
(2) 중학교 도덕
(가) 도덕과 평가는 좁게는 도덕과의 교과 역량과 기능이나 도덕적 탐구 및 성찰과 실천을
함의하는 도덕함을 진단하고, 넓게는 도덕성과 인성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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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실시한다. 단순히 학습 내
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에 대한 가치화 조직화 인격
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학습 내용과 관련된 도덕적 사고 능력은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도덕과 교사
는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선택형과
서술형, 논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자기 보고, 구술 평가, 토론 과정 및 발표에 대한 관
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면접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덕성과 인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라) 도덕과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도모하고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데 필요
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평가 결과는 수업 목표의 성취 여부를 파
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교수 학습 계획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
을 개선하고, 교사의 자기 평가와 자율 장학에 쓰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
격 적 성장을 돕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3-8] 2015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교육부,
2015: 25-27)
2015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는 2009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
가와 비교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두 가지 차이점이 두드러
진다. 첫째, 2007 도덕과 교육과정 시기부터 강조되었던 ‘발달 수준에 대
한 적합성(교육인적자원부, 2007: 30; 교육과학기술부, 2012: 30)’이 적극
적으로 반영되어 ‘평가의 방향’을 ‘(1)초등학교 도덕’과 ‘(2)중학교 도덕’으
로 구분함으로써 구성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면에서
초등학교 발달 수준과 중학교 발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술하는 부
분에 있어선 아직 보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차이로
제시하였다.
둘째, 중학교 도덕과 평가의 의미를 ‘협의’와 ‘광의’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도덕의 평가방향을 좁은 의미에서
‘도덕과의 교과 역량과 기능’, ‘도덕적 탐구 및 성찰과 실천’에 대한 평가
와 넓은 의미에서 ‘도덕성과 인성’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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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과 학업성취 평가’를 의
미하고, 후자는 ‘도덕성 평가’를 의미한다. 정창우(2006: 9)에 의하면 전자
는 “도덕과 평가를 단순히 도덕과 학업 성취를 측정하는 일에 그치는 것
으로 보는 것”인 반면, 후자는 “도덕과 평가를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측
정하는 정도를 넘어 그 평가된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교사의 교수·학습의 개선까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도덕과 평가에 대한 두 관점 중 ‘도덕성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도덕과
평가의 본질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정창우, 2006: 8).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도덕과 평
가가 국가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안착된 이후로 약 45년이 지났다.
약 45년의 기간 동안의 변천 속에서 도덕과 평가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속에 도덕과 평가가 발전
해왔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실제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나 실천이 발
전되어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국내 도덕
교육 연구자들의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
도덕교육 연구자들은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도덕과 교수학습의 목
표, 내용, 방법을 포함한 교과교육 연구 영역 중에서 가장 난해한 영역
중 하나이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완 및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김국현, 2009: 24; 서강식, 2005: 155;
정창우, 2006: 2; 조난심, 1998: 192). 이런 이유로, 도덕과 평가 영역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연구기관 및 개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즉 앞서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에는 도덕교육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도덕과 평가
의 핵심적인 문제들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들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을 통해 도덕과 평가 연구가 도덕교육 연구영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도덕과 평가 연구영역에서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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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들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은 도덕과 평가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
악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강식(2005)은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초·
중·고 도덕윤리 교과교육 연구활동의 변천을 각 시기별로 분석한 바 있
다. 그는 연구활동을 ‘개인 연구활동’, ‘학회 연구활동’, ‘연구기관 연구활
동’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활동 별로 연구주제를 ‘도덕교육이론’, ‘도덕심
리학’,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 평가’, ‘도덕과 교육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의 분석결과를 본 연구의 주제인 ‘도덕과 평가’ 영
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 연구 활

개인 연구 활동
학회
학위
문

논

단행본

연

구 활동 6)

동 7)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

총합

육과정
평가원

교수요목
기 부 터
제3차 교

2(33)8)

0(5)

0(8)

1(10)

3(56)

1(108)

0(12)

0(17)

1(10)

2(147)

3(128)

0(18)

2(48)

1(6)

6(200)

6(160)

0(23)

6(115)

1(12)

13(310)

30(546)

7(85)

19(391)

0(9)

육 과 정
시기
제4차 교
육 과 정
시기
제5차 교
육 과 정
시기
제6차 교
육 과 정
시기
제7차 교
육 과 정

9(31)

65(1062)

시기9)

[표 3-9] 서강식(2005)의 도덕과 평가 연구영역에 관한 분석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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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의 도덕교육연구실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교과교육의 정당성과 체계를 정
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 연구 영역의 비중은 전체
연구영역 중 약 5.3% 수준이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교육개발
원의 연구 보고서

도덕과의 새로운 학습평가방안 탐색연구 (조난심, 정

재걸, 1985)이 발간되었는데, 이는 도덕과 평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접근
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서강식, 2005: 137).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
연구 영역의 비중은 전체 연구영역 중 약 1.3% 수준이다. 제5차 교육과
정시기에는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도덕 국민윤리 평가체제연구 I

(유균상 외, 1991)가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1985년에 수행된 도덕과
평가연구보다 한층 더 도덕과 본질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모색한 연구로
서 도덕․윤리과 평가에서 이정표를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서강식, 2005: 140).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 연구 영역의 비중은 전
체 연구영역 중 3% 수준이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도덕 국민윤리 평가체제연구 II (유균상 외, 1992)가 수행되
었으며, 이전의 도덕과 평가 후속연구로서 도덕과 평가를 한 단계를 끌
어올린 연구에 해당한다(서강식, 2005: 145).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 연
6) 서강식(2005)은 시기별로 새롭게 생겨난 학회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선 그러한 구분 없이 모두 합하여 표시하였다. 교수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국민윤리연구』를 시작으로,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도
덕교육연구』,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도덕윤리과교육』, 제6차·제7차 교육
과정 시기에는 『초등도덕교육』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7)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과정연구본부가 분리되어 기존의 평가업무
를 수행하던 교육평가원과 통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을 설립하였다
(서강식, 2005: 145).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이전 연
구결과물이 없다.
8)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시기와 연구활동 구분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결과 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9) 해당 연구에서 제7차 교육과정시기의 학회 및 연구기관의 학술지는 2004년
11월까지 발간된 것에 한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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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역의 비중은 전체 연구영역 중 4.1% 수준이다. 제7차 교육과정 시
기에는 도덕교육 관련 연구물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도덕과 평가 연
구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II): 중등학교 도덕과」(이명준
외, 2004)은 학교현장에서 도덕과 평가의 실태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
여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도덕과 평가의 연구 영역의 비중은 전체 연구 영역 중 6.1% 수
준이다.
그러나 서강식(2005)의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까
지의 도덕과 평가 연구 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용이하지만, 그 이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덕교육 연
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김영은, 2017)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도덕
교육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덕교육
관련 연구의 현황을 진단한 자료(김현수 외, 2015)를 토대로 도덕교육 연
구 분야에서 도덕과 평가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도덕윤리과교육에서의 연구와 실천에 기여한 역사가 깊은 학술지
인 『도덕윤리과교육』을 토대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도덕과
평가 연구가 도덕윤리과교육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Journal of Moral Education』에서 40년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Lee & Taylor(2013)의 논문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한국의 도덕윤리과교육 연구를 파악하였다(김영은, 2017: 2).
이 연구는 영향력있는 학술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지만, 앞서 서강식
(2005)의 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초등교육연구』, 『중등교육연구』,
『윤리연구』 등 다른 도덕윤리과교육 관련 학술지의 연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
육』은 도덕윤리과교육에서의 연구와 실천에 기여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1990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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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6년 53호까지 27년에 이르는 동안 수행된 663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덕윤리과교육의 연구 경향과 동향을 파악
함에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은, 2017: 3).
김영은(2017: 7)은 학문적 범주를 ‘철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
문화적 접근’, ‘교육적 접근’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고, 도덕과 평가는 ‘교
육적 접근’의 세부학문으로서 ‘기타 교육이론’으로 코딩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도덕윤리과교육』에서의 학문적 경향성은 교육적 접근(297
건, 44.8%)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교육적 접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교육과정/교육과정 분석 및 비판(113건)’이었고 도덕교육 평가나
학교 공동체(48건) 등을 포괄하는 기타 교육이론은 세 번째로 많았다(김
영은, 2017: 9). 교육적 접근의 세부학문으로 ‘도덕교육 역사 및 비교’,
‘교육철학’, ‘도덕교육행정’, ‘도덕교육교수학습전략’, ‘교사교육’, ‘교육공학’,
‘예비교사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
덕과 평가의 연구 비중이 낮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평가를 별도로 코딩하지 않고 기타이론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해
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영은(2017: 10)은 추가적으로 각 논문의 대
표 주제어를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덕윤리과교
육』에서 ‘수업 및 평가’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덕윤리과교육』을 분석한 결과는 도덕교육 연
구에서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인 「KICE 사업 및 연구
성과 분석을 통한 도덕 교육 관련 연구의 현황 진단과 미래 전망」(김현
수 외, 2015)에 따르면 도덕과 평가 관련 연구의 비중은 비교적 높았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웹자료 중 2000년 이
후 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김현수 외, 2015: 4). 해당 연구에서
도덕교육 관련 전체 연구 보고서에 대한 5개 주제별 내용 분석에 따르
면, 도덕관련 전체 연구 성과 보고서는 123건 이며, 이 중 교육과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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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 성과가 47건(38%), 기타교육정책 36건(29%), 교육평가 26건
(21%), 교수학습 11건(9%), 교과서 연구 3건(3%)이었다. 연구 성과의 주
제별 범주화 및 대상 분석에 따르면, 도덕 주제관련 연구 성과 보고서는
전체77건 이며, 이 중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성과 가 41건(53%), 교육평
가 17건(22%), 기타교육정책 14건(18%), 교수학습 4건(5%), 교과서 연구
1건(2%)이었다. 인성 주제관련 연구 성과 보고서는 전체 20건 이었으며,
교육평가를 주제로 한 성과가 8건(40%)이었다. 인성 주제관련 연구 성과
보고서에서 교육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2010년도에 시행
된 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 관련 정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김현수
외, 2015: 9). 그러나 연구 성과를 영역별 범주화 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교육평가 영역에서 도덕을 주제로 한 성과(17건, 65%)가 인
성을 주제로 한 성과(8건, 31%)보다 많았다. 이처럼 도덕·윤리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평가 영역에서의 평가도
구,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김현수 외,
2015: 13). 또한 연구 성과를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하위 요소별 세부 내
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평가 영역에서 평가도구관련 성과(5건,
36%)와 성취수준 및 평가 수준관련 성과(4건, 29%)가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도덕교육 관련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 중 교육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1% 수준이었으며, 평가도구와 성
취수준 및 평가기준 개발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가장 많았고, 인성을 주
제로 한 성과보다 도덕·윤리를 주제로 한 성과가 더 많았다. 이는 연구
기관에 의한 도덕교육 관련 연구 활동에서 도덕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서강식(2005)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도
덕과 평가 연구의 비중과 차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도덕윤리 교과 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에서 도덕과 평가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시
기에 걸쳐 7%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학술지 연구 활동을 분석한 김
영은(2017)의 연구와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분석한 김현수 외(2015)의
연구는 도덕과 평가 관련 연구의 비중이 낮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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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론은 전반적으로 도덕과 평가 관련 연구
가 다른 교과교육 연구 영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특정
학술지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더불어, 전자의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시기의 결과물까지 포함
하지만, 후자의 연구들은 1990년부터 2016년의 결과물까지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도덕과 평가 연구는 도덕교육 연구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으
며 많은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지만(김국현, 2009: 24; 서강식, 2005:
155; 정창우, 2006: 2; 조난심, 1998: 192), 최근까지 영향력 있는 특정 학
술지와 연구기관에 의해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적
인 연구의 수가 부족하거나 철저하게 소외된 연구영역이라 할 수 없으
며, 그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온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도출
하게 될 도덕과 평가의 문제가 단순히 도덕교육 연구 영역에서의 소외나
연구양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덕과 평가에 관한 연구결
과물들은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처럼 시간에 걸쳐
축적된 도덕과 평가 연구는 몇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김봉제
(2018: 35-37)는 도덕과 평가의 연구 흐름을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
로 구분하였고, 이 중 이론적 연구의 흐름을 ‘바람직한 평가방향 제시’,
‘평가준거와 평가방법 제시’로 구분하였다.10)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평가준거에 관한 연구와 평가방법에 관
한 연구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과 평가 연구 분야에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가 많다는 점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봉제(2018)의 구분을 참고하여, 도덕과 평가
연구의 흐름을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 ‘도덕
과의 평가준거에 관한 연구’, ‘도덕과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도덕과의
10) 본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탐색에 있기 때문에 실천적 연구로 구분한 내용
은 제외하고 이론적 연구의 흐름만을 구분하였다. 이는 도덕윤리과교육의 연구
가 이론적 연구에 치중해 있다는 점(김영은, 2017)과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도덕
과 평가관련 연구의 대다수가 이론적 연구라는 점(김현수 외, 2015)에 의해 지
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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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도덕과 평가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는 도덕과 평가
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도덕과 평가는 어떤 곳을 지향해야 하
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도덕과 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도덕과 평가의 변천을 살펴보고, 도덕과 평가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 형식을 갖는다. 또한 공통적
으로 도덕과 평가의 목적이 학습자의 지식을 선다형 형식의 객관적 평가
로 측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교수·
학습의 개선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박찬석, 1998; 서강식, 2012;
유균상 외, 1991; 정창우, 2006; 조난심, 1998; 조난심·정재걸, 1985; 차우
규, 1998).
예를 들면 조난심과 정재걸(1985)에 의해 수행된 「도덕과의 새로운
학생평가방안 탐색 연구」는 도덕과 평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최
초의 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데(서강식, 2005: 137), 당시 도덕과 평가의
문제점을 ‘공식적 목적과 실제적 목적간의 괴리’, ‘지행 분리 평가의 오
류’11), ‘객관주의의 오류’로 진단한 뒤에, 도덕과 평가가 ‘통합적인 평가’,
‘상호주관성으로의 평가준거’, ‘도덕과 수업을 위한 개선 자료나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의 의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우규(1998)는 교육평가 동향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덕과 평가가 전통
적 평가에서 새로운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과의 새로운 평가는 과정 지향적이어서 수업과 평가의 통합적 접근
을 시도하여야 하며, 평가 목적의 재구조화와 평가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지향할 뿐 아니라, 평가자와 학습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학생들의 반
성적인 자기평가, 평가방법의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다(차우규, 1998:
468).
정창우(2006)는 제7차 교육과정 당시 도덕과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 이후 조난심(1998)은 지행 분리 평가의 오류를 ‘환원주의의 오류’로 표현하
였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환원주의의 오류라는 표현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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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통합적 도덕성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정의적 영역의 평가
에 대한 어려움’, ‘평가기준 설정의 어려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
보의 어려움’,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상의 어려움’, ‘학급당 학생 수, 그
리고 도덕과 교사 1인당 전체 학생 수 과다’, ‘평가 시행 및 처리에 필요
한 시간과 업무량 과다’를 도덕과 평가의 문제점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평가의 향후 연구방향으로서 ‘도덕성 평가와 도덕
과 학업성취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입체적 평가준거 설정 및 이원
목적분류표에 대한 연구’, ‘도덕과 평가의 기본 절차에 관한 연구’, ‘정의
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학습자 중심 채점기준표
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 ‘도덕과 교사의 평가전문
성 신장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둘째, 도덕과의 평가준거에 관한 연구는 도덕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도덕과
평가준거란 “도덕윤리과 학습을 통해 성취했다고 판단할 만한 학생의 능
력 혹은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준거체제라고 할 수 있다(조
난심, 1998: 198).”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도덕과 평가가 인지적 측면
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만 도덕과 평가의 타당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김국현, 2009; 서강식, 2012; 유균상 외, 1991; 정창우, 2006; 조난심,
1998; 조난심·정재걸, 1985). 도덕과 평가준거에 관한 연구는 초기 연구
에 해당하는 이돈희(1977: 346-353; 서강식, 2012: 119에서 재인용)의 연
구를 시작으로, 위계적으로 구성된 도덕과 평가준거에 의한 평가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학습자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준거를 유형화한
연구(조난심, 1998; 조난심·정재걸, 1985; 서강식, 2012), 도덕과 학업성취
평가와 도덕성 평가를 구분한 연구(유균상 외, 1991), 여러 도덕심리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교육목표와 관련지으면서 입
체적 평가준거를 설정한 연구(정창우, 2006), Narvaez의 4구성요소 모델
에 기반을 둔 평가준거를 제안한 연구(김국현 외, 2013)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수행되었다.

- 99 -

셋째, 도덕과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는 도덕과 수행평가 방안을 모색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행평가는 “습득한 지식, 기능이나
기술을 실제 생활이나 인위적 평가상황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doing, performing) 혹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how to do, how to
perform)를 서술, 관찰,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지식이나 기능에 의한 정답 여부나 산출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과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
미한다(성태제, 2010: 455).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지필평가를 제
외한 모든 대안적 평가방법을 수행평가로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도덕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행평가 용어도 선다형
위주의 지필평가를 제외한 다양한 질적 혹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의미한
다.
도덕과 평가는 초기 연구부터 지식에 대한 암기 위주의 평가방법이 도
덕과 평가의 본질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조난심·정재
걸, 1985). 이에 따라 차우규(1998: 469)는 도덕과 평가가 전통적 평가에
서 새로운 평가로 전환해야 하며, 서술형, 논술형, 구술, 찬반 토론, 실기,
면접, 관찰, 자기 평가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더불어 국가 수준에서 수행평가를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도덕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는 선다형 위주의 객관식 평
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행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도덕과 평가 개선 방안(황인표, 2005),
논술형 평가 방안(김국현, 2009), 다양한 수행평가 방안(차우규 외, 2000;
정창우, 2007),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행평가 방안(이인태, 2016)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평가의 실태
및 효과, 실행타당도, 실행요인, 실행 검사도구 등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
었다(손경원, 정창우, 2011, 2013; 정창우, 손경원, 2012, 2013).
넷째,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는 교육과정에 제시
된 도덕과의 내용요소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진술
방식 혹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도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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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시기부터 현 교육과
정 시기까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김현수 외, 2016; 윤현진 외, 2000; 조난심 외, 2009; 황
인표 외, 2013). 개인 연구활동 차원에서는 도덕과 성취기준의 의미를 밝
히는 연구(김국현, 2009; 김동창, 2015; 황인표, 2015), 성취기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평가설계에 관한 연구(이인태 외, 2018), 성취기준 개선 방
향에 관한 연구(신호재, 2017) 등이 수행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덕과 평가 연구가 제3차 교육과정시기부터 현 교
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연구성과들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의 변천과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여 도덕과
평가의 특징이 무엇이며, 도덕과 평가 연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2. 도덕과 평가의 특징 및 한계점 도출
1) 도덕과 평가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도덕과 평가가 국가수준의 공식
적 교육과정에 안착된 이후로 약 45년이 지났다. 약 45년의 기간 동안의
변천 속에서 도덕과 평가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평가부터
현 교육과정의 도덕과 평가까지의 변천과 연구 동향 속에서 발견되는 도
덕과 평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평가는 도덕과 학업성취 평가를 넘어서 도덕성 평가를 지
향한다. 이 특징은 제3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성취도와 학생의
생활 전반을 종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문교부, 1973: 14).”고 기술된 내
용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지만 대략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2015 교육과정에 와서 ‘협의’와 ‘광의’로 제시됨으로써 비교적 명료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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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교육부, 2015b: 25-27). 이와 같은 도덕성 평가에 대한 지향성은 도
덕교육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특징이다, 정창우(2006: 8)와 서강
식(2012)은 도덕과 학업성취 평가와 도덕성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준거를
설정하는 것(유균상 외, 1991)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
의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덕과 평가의 본질은 도덕성 평가에 대한 지향성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도덕과 평가는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중시한다. 통합적 평
가에 관한 최초의 기술은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단순한 지식의 평
가에 그치지 말고, 도덕적 사고력, 태도와 습관을 평가하도록 한다(문교
부, 1981: 12).”고 제시됨으로써 일부 확인된다. 이 특징은 제7차 교육과
정부터 “도덕과의 평가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부, 1997: 44).”고 기술
됨으로써 점차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7차 도덕과 교육과
정은 도덕과 평가를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의 의미, 근거
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가치 판단의 합리성”,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열정성, 도덕적 가치규범의 내면화”, 행동
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을 실천하고 습관화”로 체계화함으로써
평가준거를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였다(교육부, 1997: 44). 이와 같은
평가준거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도덕과의 평가준거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
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봉제, 2018: 36; 서강식, 2012: 118; 정창우,
2006: 1).
셋째, 도덕과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교육과정 상에서 다
양한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은 제5차 교육과정에 “단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사용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도덕적 판단의 수
준이나 내면화의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
도록 한다(문교부, 1987: 12).”고 처음 제시되었다. 이 특징은 통합적 평
가와 관련된 특징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
전되어 왔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면담, 상호평가, 자기 평가, 관찰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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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법이 처음 제시되었으며(교육부, 1992: 17),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논술형 평가’, ‘프로젝트형 평가’가 추가적으로 제
시되었다. 이와 같은 도덕과 평가의 특징은 도덕성이 단순히 지식에 대
한 암기 정도를 평가하는 선다형 위주의 객관적 평가방법에 의해 온전하
게 평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회적인 평가로 학습자의 도덕성 및 인
성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도덕과 평가 연구자들은 도덕과 수행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
해 도덕과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국
현, 2009; 이인태, 2016; 정창우, 2009; 차우규 1998; 차우규 외, 2000; 황
인표, 2005).
넷째, 도덕과는 평가의 높은 타당도를 지향한다. 이는 교수·학습 내용과
일치(alignment)하는 평가내용과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드러
난다. 이와 같은 특징이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은 2009 도덕과 교육과정
부터지만, 실질적으로 2007 도덕과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 도덕과의 내용체계 및 교육목표
는 성취기준형으로 진술되어 있다. 2007 도덕과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
형으로 제시된 학년별 교육 내용을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적
극 활용하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0).”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는 도덕과의 평가기준이 도덕과 교육내용과 일치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09 도덕과 교육과정부터 교육내용과 일치
하는 평가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여 도덕과 평가의 내용타당도를 높이도
록 하고 있다. 요컨대, 도덕과 평가는 선다형 위주의 객관식 평가의 형태
로 수행되었을 때, 도덕윤리과 교육에서 더 중요한 목표들을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평
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난심, 1998: 196).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 현장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통해 ‘도덕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 온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 도덕과 평가의 결과는 도덕적 성장과 교수학습의 개선 및 교
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의 결과에 관한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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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결과가 학생의 도덕적 생활에 연결
되도록 배려한다(문교부, 1981: 12).”고 처음 제시된 이후로 제5차, 제7차,
2007, 2009, 2015 교육과정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왔다. 교육과정 상에 나
타난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은 제7차 교육과정 당시 기술된 내용을 토대
로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평가의 결과
를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과 도덕과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한
다는 주장은 도덕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국
현 외, 2013; 김봉제, 2018; 김현수 외, 2016; 정창우, 2006; 조난심, 1998)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의 변천과 연구
동향 속에서 확인되는 도덕과 평가의 특징은 다섯 가지임을 알 수 있다.
도덕성 평가에 대한 지향,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 다양한 평가방법
의 활용, 도덕과 평가의 높은 타당도,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평가
결과의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도덕과 평가의 변천
과 연구 동향 속에 도덕과 평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과 이에 대한 극복
의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교육과정의 변천과 연구
동향 속에서 드러난 도덕과 평가의 특징들은 도덕과 평가의 본질이 무엇
인지, 도덕과 평가의 평가준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도덕과 평가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도덕성은 어떤 평가방
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도덕과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특징들은 특정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근
거해 있지 않고, 풍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
가 있다.
2) 도덕과 평가의 한계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과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변천을 통해 확인된
도덕과 평가의 특징은 도덕과 평가가 시간에 걸쳐 여러 연구 성과를 축
적해오면서 나름대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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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덕과 평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도덕과 평가의 특징들은 대부분 도덕과 평가를 체
계화하는 문제 혹은 도덕과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
를 들면, 앞서 확인한 도덕성 평가에 대한 지향,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 도덕과 평가의 높은 타당도는 도덕과 평가의 목적, 평가준거, 성취
기준 및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명료화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
며, 다양한 평가방법의 활용은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
가하기 위하여 어떤 평가방법을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즉 도
덕과 평가의 특징이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과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변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도덕과
평가와 이에 관한 연구는 도덕과 평가를 체계화 하는 문제 혹은 도덕과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0년 이후 수행된 연구 성과 중
도덕과 평가 영역에서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가 평가도구 개발과 성취기
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임을 밝힌 연구(김현수 외, 2015)와 도덕과 평
가 연구가 ‘바람직한 평가방향 제시’, ‘평가준거와 평가방법 제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분석한 김봉제(2018)의 주장을 통해
일부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평가를 체계화하고 수행하는 문제가 도덕과 평가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문
제, 즉 도덕과 형성평가의 피드백(feedback)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결되어야 할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평가의 행정적
(administrative) 기능이 아니라 형성적(formative) 기능에 주목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도덕과 평가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신념 및 태
도를 포함한 정의적 측면과 행동성향을 포함한 도덕성 평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가의 행정적 기능에 주목했을 때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교과
평가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만약 평가의 행정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도
덕과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도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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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을 가리거나, 특정 유형의 인간으로 분류하거나, 상위 학교에 진학하
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무관
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평가의 윤리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평가
의 형성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평가결과를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
혹은 도덕과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과 평
가의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은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도덕과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을 중요하게 다
루고 있다는 점은 도덕과 평가의 연구 동향과 교육과정 상에서의 변천을
통해 앞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에서 평가결과 활용 측면과
관련된 기술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도덕교육 연구자들은 평가결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덕과 평가
의 본질과 관련짓고 있지만(김국현 외, 2013; 김봉제, 2018; 김현수 외,
2016; 정창우, 2006; 조난심, 1998), 당위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 즉 도
덕과 평가 연구 영역은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결과는 학습자의
도덕성 혹은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거
의 다루지 않고 외면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덕과 평가의 한계점은 도덕과의 평가결과 활용 측면을 강
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덕과 형성평가의 어떤 요인이 학습자의 도덕적 인성 및
도덕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하는지 탐
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학습자의 도덕적 인성 및 도덕성에 대
한 성장 마인드셋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 평
가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 평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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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적 인성
1) 인성 개념의 명료화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적 인성의 관련성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도덕과
평가에 적용하기에 앞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서 학업성취 영역에
서의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의 최종적
목적이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교육평가 전반에 적용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평가는 총론 차원에서 요구되는 평
가체제에 따르면서도, 도덕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관, 성취기준 및 평가기
준, 평가방법이 별도로 요구된다(김현수 외, 2016: 88; 조난심, 1998:
201).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과 학업성취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도덕과 평가에 적용하는 시도가 타당하려면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성 혹은 인성의 연관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성(人性, character)의 개념을 국내 인성교육의
맥락 안에서 명료화할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성의
개념을 국내 인성교육의 맥락 안에서 규정하려는 이유는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인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려는 시
도가 타당하려면 학교 인성교육과의 정합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성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성격(personality). 인성(character), 도덕
성(morality)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 개념들 사이의 차이는 후자
로 갈수록 도덕적 어조(moral tone)가 강해진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정창우, 2010: 13). 그리고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의 성
격을 두고, “도덕과는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이다.(교육부, 2015)”라
고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성품(덕, virtue)’과
‘역량(competencie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정창우, 2015: 69-76). 이런 의
미에서 “훌륭한 인성은 ‘인간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성품’과 ‘어떤 바람
직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performance)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 역량’
에서 비롯된 것(정창우, 2019: 53)”으로 볼 수 있다. 인성을 정의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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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성품과 역량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의 핵심은 성공적인 수행능력과
그러한 수행능력의 바람직한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인성 교육은 단지 유능한 사회적 기술, 즉 수행능력만을
갖춘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personality), 그러한 수행능력이 바람
직한 가치를 향하도록하기 위하여(morality) 성품과 역량의 결합체로 파
악되는 인성을 교육(character education)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핵심은 도덕성을 인성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성의 개념은 학교 인성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품과 역량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이다.
Dweck은 성격(personality)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을 성취상황
과 구분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함께 분류하기도 하지만,
성격과 도덕성(morality)을 구분된 특성으로 전제하고 별도의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Chiu, Dweck, Tong, & Fu, 1997). Dweck 연구의 이러한
특징은 인성의 가치중립적인 특성과 가치지향적인 특성에 대한 구분이라
는 점에서 현행 학교 인성교육에서 정의하는 인성에 대한 접근방식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 영역에서 확장된 도덕적 인성, 도덕
성 영역에서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에 개념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적 인성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제2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Dweck은 학업성취 영역
에서의 성장 마인드셋에서 얻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성장 마인드셋 개
념을 중심으로 설명된 인간의 성격과 동기에 관한 설명이 사회적 영역에
서도 유효한지 차례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Dweck의 논증 방식에 충실하
여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적 인성의 관계를 밝힐 것이다.
2) 사회적 상황에서의 무기력 패턴과 숙달지향 패턴
Dweck의 연구 안에서 성취 상황에서의 역경과 실패는 낮은 성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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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역경과 실패 중 하나는 ‘사회적 거절(social rejection)’로 가
정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거절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적 속성에 관한 변
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반응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만약 성취 상황에서 성립한 이론 구조가 사회적 상황에서도 적용된
다면, 자신의 사회적 속성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은 사회적 거절
을 경험했을 때, 어떤 종류의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무기력 반응 패턴을
보일 것이지만,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은 사회적 거절을 경험했을 때, 어
떤 종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더 발전시킬 것이다.
Dweck은 성취 상황에서 발전된 반응 패턴에 관한 동기화 형식이 사회
적 관계에서의 행위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였다(Goetz
& Dweck, 1980). Goetz와 Dweck(1980)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수행한 실험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실제로 펜팔(pen pal) 동
아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동아리에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에 필요한 조
건은 펜팔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편지를 샘플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이었다. 이때, 실험은 첫 번째 샘플 편지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동아리 대
표가 모든 지원자의 신청결과를 보류하도록 설계되었다. 동아리 대표는
신청자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자들은 동아리
에 가입하기 위해선 첫 번째 편지의 대상에게 한 번 더 편지를 작성해야
했다.
이때, 동아리 대표에 의한 신청결과의 보류는 신청자들에게 사회적 거
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만약 어떤 학생이 무기력
패턴을 보인다면, 아예 추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
지 않은 채 첫 번째 편지와 동일한 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위의 중
단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만약 어떤 학생이 숙달지향 패턴을 보인다면,
첫 번째 편지에 들였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투입할 것이며 이는 새로
운 정보에 대한 추가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는 성취 상황과 동일하였는데, 무기력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
대로 제출하거나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은 반면, 숙달지향 패턴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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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더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첫
번째 편지에 사용된 표현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귀인 사용에
있어서, 무기력 패턴을 가진 학생들은 사회적 거절을 경험했을 때, 자신
의 실패 원인을 개인적 무능력(personal incompetence)에 귀인 하였다.
이는 성취 상황에서 무기력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이 성취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지능에 귀인한 것과 일치한다(Diener & Dweck, 1978). Goetz와
Dweck의 연구에서 확인된 반응 패턴에 따른 귀인 사용의 차이는
Diener와 Dweck(1978, 1980)의 연구결과가 사회적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Diener와 Dweck의 연구에서 무기력 패턴의 학생들은
실패 상황에 자신의 무능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숙달지향 패
턴의 학생들은 실패 상황에 자신의 문제해결 전략이나 노력의 결핍에 주
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비난하는 것은 미래 성공에 대한 암울한 기
대를 암시함과 동시에, 강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Weiner, 1972, 1974: Goetz & Dweck, 1980: 246에서 재인용). Goetz
와 Dweck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 패턴은 노력 귀인 혹은
능력 귀인과의 관계가 있었다. 특히, 능력 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회
적 상황에서도 사회적 행위의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상황에서 무기력 패턴을 보인 학생들이 사회적 거
절을 경험했을 때, 실제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학생의 잦은 사회적 무기력이 그들의 사회적 무능력 때문이라
는 생각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비록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실제로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해당 연구결과는 실제로 사회적 능력을 갖춘 학생일지라도 사
회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Goetz & Dweck, 1980: 248). 그리고 부적응적인 반응에 기여
한 주요한 요인은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능력이 아니라, 실패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요인, 즉 귀인에 있었다. 이와 같은 함의는 학
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수행능력의 향상을 꾀할 때, 단지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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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kills)에만 주목하는 것은 교육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그래서 Goetz와
Dweck은 “사회적 판단 혹은 기술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정의도 역경을
통제하고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일반적 상황이 가정된 사회적 기술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
력을 단순하게 일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결
정요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지적 조절요인, 즉 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Goetz & Dweck, 1980:
254).
4)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행목표와 숙달목표
성취 상황에서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이
대상과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였다(Dweck & Elliott, 1983;
Dweck & Leggett, 1988; Elliot & Dweck, 1988). 수행목표는 실제 성취
보다 타인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관심을 갖게 하고, 성취 상황을
자신의 능력이 증명되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이유로, 실패나 어려
움을 경험했을 때,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결함이 노출되는 것으
로

여기게

되어

자아존중감

상실,

우울감,

자기

구실

만들기

(self-handicapping) 등 무기력 반응을 유발하였다. 반면, 숙달목표는 타
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성취 상황을
자신의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런 이유로, 실패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신이 사
용한 문제해결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였다. 마찬가지로 성장 마인드셋 이론이 사회적 상황에
서도 적용 가능하려면, 수행목표와 숙달목표가 사회적 상황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Dweck과 동료들은 학생들의 사회적 목표가 실제로 무기력 반응과 숙
달지향 반응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했다(Erdle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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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이 실험은 앞선 연구(Goetz & Dweck, 1980)와 마찬가지로 펜팔
동아리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이 편지를 작
성하기 전에 절반은 수행목표 지시사항을, 나머지 절반은 숙달목표 지시
사항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실험자는 학생에게 수행목
표를 강조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우리가 네가 얼마나 친구를 잘 사귀는
지 알고 싶다는 거야. 이 펜팔 동아리 지원서를 네가 얼마나 친구를 잘
사귀는지 알 수 있는 기회로 여기렴.”이라고 말해주거나, 혹은 숙달목표
를 강조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이 펜팔 동아리 지원서가 네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연습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
야. 그러니까 이 기회를 너의 기술을 연습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렴.”이라고 말해주었다(Erdley et al., 1997: 266). 그
리고 Goetz와 Dweck(198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대표는 첫
번째 지원서를 예외 없이 보류하였으며, 두 번째 지원서를 요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임의로 선정된 집단에 대한 특정 목표 지향의 처치
(manipulation)에 따른 특정 행동 반응 패턴과 귀인을 예측하였다. 먼저,
행동적 측면에서 수행목표가 강조된 집단과 숙달목표가 강조된 집단 사
이에 처음 편지의 내용의 양, 질 측면에서 동일했으나, 수행 목표 집단은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후에 두 번째 편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소시켰다. 반면, 숙달목표 집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하였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을 증가시켰다. 즉 숙달목표 집단
은 역경을 향한 더 건설적이고 숙달지향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
였다.
귀인에 있어서 숙달목표 집단 학생들은 노력 귀인을 더 지지한 반면,
수행목표 학생들은 ‘성격불일치 귀인(incompatibility attribution)’을 사용
했다. 성격불일치 귀인은 그 자체로 자아에 대한 비난은 아니지만, 상대
와 자신의 성격의 불변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적
거절 경험에 대한 원인을 단지 성격 상 불일치로 돌리는 것은 문제해결
을 위한 후속 행위를 낳지 못하며 인내심을 고취시키지 못할 수 있다
(Dweck, 20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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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Dweck과 동료들(1997)이 수행한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거나 향상시키는 숙달목표에 주목할 때,
자신의 사회적 기술 수준을 평가받는 수행목표에 주목했을 때보다 거절
에 대한 숙달지향적 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점을 입증한다. 또한 목표에
대한 강조만으로 예측된 반응을 관찰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목표가 반응
을 직접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성취 상황에서 확
인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도덕적 인성에 관한 실체이론과 증진이론
다음으로, 성취 상황에서 확인된 암묵이론과 목표 사이의 관계가 사회
적 상황에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성취 상황에서 암묵이론은 목표를 예측
할 뿐 아니라 형성할 수 있었다(Hong, et al., 1988; Hong, Chiu, Lin, &
Dweck, 1998; Mueller & Dweck, 1997; Dweck, 2000: 20-26에서 재인
용).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지능과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 성취 상황을 자신의 지능과
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지능에 관한 증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지능과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실제 지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 성취 상황을 자신
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성취 상황에서 확인된 암묵이론과 목표와의 관계가 사회적 상황
에서도 성립하려면 도덕적 인성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
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증
진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Dweck과 동료들은 먼저 도덕적 인성에 관한 암묵이론을 측
정하고 이를 목표 선택, 귀인과 비교하였다(Erdley et al., 1997). 도덕적
인성에 관한 실체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속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며,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속성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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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덕적 인성에 관한 증진이론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속성들이 노력
과 교육을 통해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속성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
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인성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
은 타인에 대해 자신을 입증하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관계 내에서 지위
(status)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반면 거절은 회피하였다. 또한 해당 연
구에서 암묵이론에 따른 차이는 귀인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예측하였
다.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실패를 설명할 때, ‘사회적 무능력
귀인(social-incompetence-attribution)’을 사용하였다. 즉, 실패 상황에서
실체이론을 가진 학생들은 자아에 대한 중요한 속성을 비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취 상황에서 무기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했던 모형이 사회적 상황에서 거절에 대한 무기력 반응을 설명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성취 상황에서 확인된 암묵이론-목표 지향-반응
패턴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상황에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도덕적 인성과 매우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사회적 상황에서 확인된 결과를 성
취 상황에서 확인된 결과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세심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Dweck & Leggett, 1988: 264).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증거
들을 통해 자아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암묵이론이 사회적 상황에서 관찰
되는 인지, 정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도덕적 인성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질수록 자신의
실제 사회적 능력과 관계없이 사회적 역경을 겪었을 때 손쉽게 자신의
사회적 무능함을 탓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인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데 과한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도덕성 발달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학습자가 도덕적
인성에 관한 증진이론을 가질수록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을 두게 할
수 있다. 이는 도덕교육 연구자 및 교육자들이 도덕교육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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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성
앞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가 어떻게 도덕
성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성 영역 또한 개인
이 도덕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학업성취 영역에서는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이 목표 지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무기력 반응과 숙
달지향 반응을 형성하였고, 인성 영역에서는 인성에 관한 암묵이론이 사
회적 목표 지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무기력 반응과 숙달지향 반응을 형상
하였다. 따라서 도덕성 영역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암묵이론이 도덕적인
목표 지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무기력 반응과 숙달지향 반응을 형성된다
는 점이 가정될 수 있다.
먼저, Dweck과 Leggett은 성취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하
는 목표 지향의 차이가 도덕적 상황에서도 성립된다고 가정하였다
(Dweck & Leggett, 1988: 265).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로 대별되는 특징을
지닌 목표 지향은 개인이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
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다른 반응을 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목표 지향의 이런 특징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영역 별로 다른 설명
을 갖지만, 형식에 있어선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은 수행목표
는 타인의 평가와 자신을 증명하는 데 관심을 두게 하는 반면, 숙달목표
는 자신의 발전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성취 상황에서
수행 목표를 선택한 개인은 타인 혹은 스스로에게 똑똑해 보이길 원하
며, 자신의 지능 수준이 높다는 점을 타인 앞에 입증하고 이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는 원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숙
달목표를 선택한 개인은 타인의 평가보단 자신의 발전에 관심을 두며 그
과정과 배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Dweck & Elliott,
1983; Dweck & Leggett, 1988; Elliot & Dweck, 1988). 마찬가지로 사회
적 상황에서 수행 목표를 선택한 개인은 타인 혹은 스스로에게 좋은 인
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며,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타인 앞에 입증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원하고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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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숙달목표를 선택한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관심을 두며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
을 추구한다(Erdley et al., 1997). 마찬가지로 도덕적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의 목표 지향이 성취 상황, 사회적 상황과 공통된 형식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 도덕적 상황에서 수행목표를 선택하는
사람은 스스로와 타인에게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도덕적 행위에 임할 수 있다. 반면 숙달목표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
신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행위 과정을 추구하거나, 어
떤 도덕적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숙달하도록 하는 행위
과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65).
또한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행목표 선택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과
그런 평가에 취약하도록 만듦으로써 상황에 대한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숙달목표 선택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회피 성향을 갖기보단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갈등 혹은 타인으로부터
의 거절을 이겨내기 위해 개인을 단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Dweck & Leggett, 1988: 265).
다음으로, 성취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유형의
‘이론’이 도덕적 상황에서 성립된다는 점 또한 가정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265). Dweck과 동료들은 도덕적 신념이 사회·도덕적 실
재(social-moral reality)의 본질에 대한 암묵이론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암묵이론에 따라 ‘의무 기반 도덕성(duty-based morality)’12)과 ‘권리 기
반 도덕성(right-based morality)’으로 대별되는 도덕성에 대한 서로 다
른 선호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가정하였다(Chiu et al., 1997). 개인이 엄격
한 도덕적 질서를 지닌 고정된 실체 속에서 산다고 믿는다면, 아마 대상
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는 행위자가 현존하는 도덕적 질

12) Dweck이 말하는 ‘duty’는 칸트가 말한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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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해 부여된 의무나 규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반면 개
인이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세계가 유동적(malleable)이라고 믿는다면,
현존하는 도덕적 질서가 불변하는 절대적 의무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같은 도덕적 행위자와 사회를 안내하는 원리에 의해 개선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때 도덕성에 관한 이슈를 규정
하는 것은 그런 원리나 권리가 신장되고 보호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Chiu et al., 1997: 923-924). 따라서 Dweck과 동료들은 “세계와 도덕적
인성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개인이 증진이론을 가진 개인보다 의무에
기반을 둔 도덕적 신념을 더 많이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반대로
“세계와 도덕적 인성에 관한 증진이론을 가진 개인은 실체이론을 가진
개인보다 권리에 기반을 둔 도덕적 신념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Chiu et al., 1997: 924).
또한 고정된 사회·도덕적 실재를 믿을 때, 이 개인은 현 상태를 유지하
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대로 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사회·도덕적 실재를 믿을 때, 변화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도덕적 신념을
지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Dweck과 동료들은 전자를 ‘체제 지향적
도덕성(system-oriented morality)’으로, 후자를 ‘개인 중심적 도덕성
(person-centered morality)’으로 규정한다(Chiu et al., 1997: 924). 여기
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은 Dweck의 이론적 구조 안에서 무기력
반응과 대응되고, 사회적 개혁이나 실정법의 개정 가능성을 추구하는 성
향은 숙달지향 반응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Dweck과 동료들은 실제
로 이탈을 제재하는데 집중하면서 의무와 규칙을 강조하는 도덕률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로 권리 기반의
신념과 사회적 변화를 향한 지향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잘 묘사되어 있
다고 주장하면서 이 둘을 대응시킨다(Chiu et al., 1997: 924).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적 신념은 실제로 사회·도덕적
실재의 본질에 대한 암묵이론과 관련이 있었다. 설문지 측정결과를 토대
로 도덕성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체제 안에서 존재하
는 의무가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도덕적 신념을 갖는 경향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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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에 관한 증진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 원리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조직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여기는 도덕적 신념을 갖
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Chiu et al., 1997: 923-924).
Dweck과 동료들이 학업성취 영역에서 확인된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를 도덕성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단지 암묵이론과 도덕적 신
념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학업성취 영역과 도
덕적 인성 영역에서 살펴본 대로,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은 상황
과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따라서 Dweck과 동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학업성취 영역에서 도덕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도덕적 신념과 도덕성에 관한 암묵이론에 의해 개인의 의미체계가 정합
적으로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Chiu et al.,
1997: 923).
이런 맥락에서 Dweck은 암묵이론과 도덕적 신념에 의해 형성된 의미
체계가 도덕적 동기화 기제일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도덕 심리
학자 J. Rest(1983)와 Dweck과 Leggett(1988)이 주장한대로, 대부분의
도덕성에 관한 인지이론들이 도덕적 결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동기화 기제를 간과해왔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Chiu et al., 1997:
938에서 재인용). 즉 도덕적 동기화 체계를 인지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구조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도덕성 영역에
서의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 즉 도덕적 인지, 도덕적 목표, 그리
고 도덕적 행위 사이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학업성취 영역과 인성 영역
에서 설명되었던 동기화 기제가 도덕성 영역에서의 동기화 기제를 설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비록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망에 불과하지만, 자아의 기능
을 중심으로 도덕적 동기화를 해명하기 위한 ‘도덕적 정체성 이론(moral
identity theory)’ 혹은 ‘자아 모델(the self model)’을 고려한다면, Dweck
의 전망은 유의미한 측면이 존재한다. 분명한 사실은 도덕적 동기화 기
제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이론의 함의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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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명하고자 하는 도덕적 정체성 이론가들의 취지와 일치한다는 점이
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성에 관한 자아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의미체
계를 통해 도덕적 동기화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Dweck의 성장 마인
드셋 개념은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도덕적 인지, 도덕적 목표, 그리
고 도덕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유의미
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관
‘평가관’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닐뿐더러, 용어상 모
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평가란 무엇인가?’의 시각에서 평가의 개념에 대한 관점을 가리켜,
평가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평가관은 측정(measurement), 평가
(evaluation), 총평(assessment) 중 어떤 평가 개념을 취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평가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시각
에서 평가대상에 대한 관점을 가리켜, 평가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평가관은 인간관 혹은 학습자관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란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평가의 패러다임을 가리켜 평가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본 장에선 ‘평가관’의 의미를 1)평
가 개념에 대한 관점, 2)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 3)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임의로 구분된 평가관의
세 가지 의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첩되는 부분 또한 존재한
다. 즉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과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평가의
패러다임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
관의 의미를 나눠서 살펴보는 작업은 평가관의 의미를 명료화하여, 이후
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상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 도덕과의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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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evaluation)란 용어는 측정(measurement), 총평(assessment)과 혼
용되어 쓰이거나 동의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용어들은
경우에 따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용어들 사이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있어서 상이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성태제, 2010: 91). 특
히, 각 용어에 기초한 관점, 즉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이 서로 다른 철학
적 전제와 함축을 갖는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들의 의미를 구분하고 도덕과 평가에선 어떤 관점을 취하
고 있는지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측정’은 분트(W. Wundt), 골턴(F. Galton), 비네(A. Binet)와 같
은 실험심리학자들의 심리측정 혹은 검사이론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측정에 가정된 전제 중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
(reality)가 고정성(stabil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황정규, 2009: 45). 또
한 실재가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관찰가능
하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특성 또한 고정성, 객관성을 본질로
하며, 관찰 가능한 대상이라고 전제한다. 이때,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직접 측정을 사용하고, 간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간접 측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자를 대고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가 직접 측정의 예
에 해당하고, 지능, 성격, 자아개념, 태도, 흥미 등 인간의 내적 특성 같
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도
구를 활용하여 간접 측정을 한다(성태제, 2010: 94). 교육평가에선 학습
자의 내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간접 측정이 주를 이룬다. 한편,
직접 측정 혹은 간접 측정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측정관에 기초한 평가
결과의 산출은 수량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측정관에 의해 수량화
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측정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측정의 목적이 평가대상의 실재를 객
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관에서 좋
은 평가란 평가결과의 타당성보단 신뢰도와 객관성이 확보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황정규, 200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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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사물이나 사람의 속성을 수량화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에 의
한 모호성과 막연성을 배제할 수 있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야기되는 오
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성태제: 2010: 94). 그러나
수량화된 평가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평가도
구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왜곡된 판단
을 이끌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특히, 측정은 신뢰도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선발, 분류, 서열화, 진학, 진급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측정관에 의해 수행된 평가에서 낮은 성적으로 분류된 학습자는 실
제로 낮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질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평가’는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적 장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
어는 1930년대부터 사용되었는데, 성태제(2010: 28)는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교육평가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의 양, 정도, 질, 가
치,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로서 교육목적
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주관적 행위’나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라는 대목은 측정관에서 사물과 대상에 대한 객관
적 수량화를 추구한다는 점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평가관은 측
정관에서 ‘고정된 실재’를 가정한 것과 달리, 인간의 행동특성이 ‘변화한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황정규, 2009: 47). 이는 측정이 실험심리학에서
출발한 개념인 것과 달리, 평가의 개념이 교육적 맥락에서 강조되기 때
문이다. 즉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
다면, 교육목적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성장, 즉
‘변화’를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제(2010: 28)는 교육평가를 위한
기본 가정으로 ‘학습자의 잠재능력 개발 가능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학
습자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정하지 않으면 평가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황정규(2009: 38)는 평가자가 “인간은 현실성
보다 가능성이 크고, 주어진 조건보다 개발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무
한하다는 명제를 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평가관은 측정관
과 달리 인간을 변화하는 존재로 가정하며 교육목적에 대한 가치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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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보단 타당성에 더욱 주목한
다. 즉 아무리 신뢰도와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라고 할지라도, 평가결과가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관하다면 즉, 타당하지 않다면 좋은 평가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에 따른 학습자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목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평가가
요구되며,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는 측
정관에서 측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하려는 것과 분명한
차이점이다. 평가는 환경적 요인들을 교육적 변화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평가는 교육목적에 비추어 보아 학습자의 성
장을 유발하는 타당하고 효과적인 교수방법,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육청
의 지원체제, 교사특성, 학급 및 학교풍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
지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황정규, 2009: 48). 이런 이유로, 평가관에서는 검사의 영향을 최소화하
려는 측정관과 달리, 검사의 영향 그 자체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야기
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황정규,
2009: 49).
마지막으로 ‘총평’은 평가의 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조되며. ‘전인적 평
가’라고도 불린다(성태제, 2010: 91; 황정규, 2009: 49). 총평관은 평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평가관과 공통적인 면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평관은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
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평가관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총평관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특성
의 원인을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총평은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정한 환경, 특정한 과업, 특정한 준거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총평관은 인간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간
을 둘러싼 환경적 압력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황
정규, 2009: 50). 또한 탈맥락적 개인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행
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인의 내적 특성,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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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과된 상황적 요구 등 평가 대상에 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즉 평가 대상이 어떤 특정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특
정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 대상의 내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양적,
질적 증거를 수집한다. 따라서 총평관은 평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단일한 평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
용하여 여러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측정, 평가, 총평은 모두 평가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
을 통해 적절한 교육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평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평가 대상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
는 관점, 그리고 그로 인한 평가 과정의 진행과 평가의 결과에 대한 해
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평가도구를 사
용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관의 차이는 평가 과정의 진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황정규
(2009: 52)에 따르면 측정관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정적 세계로 바라
보고, 개인 또한 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며 예언, 분류, 자격
부여, 실험을 목적으로 하고, 검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며 진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평가관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계를 가정하며,
개인의 특성을 변화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또한 검사의 타당성을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고 검사의 영향을 교육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총
평관은 평가관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전제한
다는 점과 질적 자료를 더욱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평가자의 전문성은 평가도구의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평
가도구에 전제된 평가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교육평가에 합당한 평가관을
갖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장면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
며(성태제, 2010: 110), 서로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황정규, 2009:
54)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평가는 측정도구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하고, 총평은 여러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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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대로 측정도구에 의한 결과는 평가와 총평을 통해 교육적 의사
결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념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가 존재하고, 그 구분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이름으로 혼용되거나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개념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일은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진 채로 평가의 과정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해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
은 평가의 개념 간 구분과 비교를 통해 교육평가의 목적이 실험심리학적
관점에서 평가 대상의 내적 특성의 객관적 실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이뤄내는 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평가에 더욱 적합한 평가관은 교육의 목
적에 근거한 가치 판단과 통합적 평가를 추구하는 ‘평가관’과 ‘총평관’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과는 평가 개념에 대환 관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도덕교육 연구자들은 도덕과 평가의 지향하는 바가 양
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평가의 일반적 동
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백순근, 1997; 조난심, 1998: 195). 특
히, 조난심(1998: 195)은 도덕과가 평가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한 실제
적 요구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의해 도덕과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다는 믿음을 가진 채로 ‘객관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
으며, 정창우 외(2007: 730)는 도덕과가 학습자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점수
와 등수를 매기는 ‘양적 평가(quantitative evaluation)’보다 학습자의 도
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질적 평가(qualitative assessment)’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의 공통점은 ‘측
정관’이 도덕과의 평가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평가 방향으로 “평가 목표
와 내용 특성, 학생 개인의 인지, 정서, 도덕성 발달 정도와 도덕 학습의
성취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및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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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도덕과 평가는 좁게는 도덕과의
교과 역량과 기능이나 도덕적 탐구 및 성찰과 실천을 함의하는 도덕함을
진단하고, 넓게는 도덕성과 인성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28-29). 이와 같은
진술문들은 도덕과 평가가 ‘측정관’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선택형과 서술
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평가, 구술·논술 평가, 포트폴리
오,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상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
덕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a: 28).”는 진술
은 도덕과 평가가 ‘총평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결론적으로, 평가관과 총평관이 도덕과의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에 적
절하다는 데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덕과 평가
가 도덕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더 타당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과정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활용에 있어서도 도덕교육의 목적인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덕과가 평가관과 총평관을 채택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습자의 인성을 고정된 실재로 가정하는 것보다 언
제나 변화가능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덕과 평가는 ‘평가관’과 ‘총평관’에 근거할 때,
도덕교육 연구자들의 지향점과 교육평가의 일반적 동향에 부합할 수 있
으며, 더 타당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도덕과의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
최근 교육평가의 대상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과정, 학교, 교육
청 등 평가 가능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평가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의 영역 안
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절에선 교육평가의 대상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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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로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평가가 교육평가
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
의 교육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평가에서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은 인간관 혹은 학습자관과 긴밀하
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곧 학습자에 대한 관점
으로 이어지고, 학습자에 대한 관점이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교육과 교육평가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정규(2009: 8)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인간
의 본성’, ‘인간의 행동(혹은 활동)’, ‘목적의식’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 ‘성악설’, ‘중립설’로 나눠지고, 인간의 행동(혹은
활동)은 ‘수동적’, ‘능동적’, ‘상호작용적’으로 나눠지며, 목적의식은 ‘무목
적적’, ‘유목적적’, ‘현상학적’으로 나눠진다.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처럼
서로 다른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른 유형의 교육과 교육평가로 이어진다
는 것이다. 황정규(2009: 8)의 분류를 빌리자면, 교육평가에 더욱 적합한
인간관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능동적
이며 유목적적이거나 현상학적으로 볼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성태제, 2010:
24).
평가자의 자격은 평가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갖춰졌을 때 확보될
수 있다(성태제, 2010: 34). 따라서 평가자는 평가 대상을 바라볼 때 평
가 대상의 인성이 악하다는 전제보다 선하다는 전제를 두며, 평가 대상
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만약 평가자가
평가 대상의 본성이 ‘악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평가 대상의 선한
면보다는 악한 면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즉 평가 대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형태의 교수·학습을 선호하고, 평가대
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평가자가 평가 대상의 행동특성이 ‘수동
적’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평가 대상에 내재된 잠재가능성에 주목하
기 보다는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외적 요인에 주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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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예를 들면, 고전적인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백지(白紙)와
같은 상태로 가정하면서 특정한 자극(S)에 반응(R)하는 인간의 행동특성
에 주목하였다. 이런 시각은 인간을 단지 반응하는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외적 자극변인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좋
은 교육이란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교육이 된다. 이처럼 평가 대상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갖는 것은 평가 영역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차원
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에, 평가자가 평가 대상에 대한 어떤 관
점을 갖고 있는지 명료화하고, 더 바람직한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해당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
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a),
이를 “교육받은 인간은 ‘자주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해설
하고 있다(교육부, 2017).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해당 교육과정
이 어떤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현행 교육과정이 평가 대상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말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인간이 지녀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욕
구나 감정을 조절하며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을 설정
하여 기술하고 있다(교육부, 2015b). 또한 도덕과를 “도덕적인 삶을 자율
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적 성
격의 교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위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이처럼
도덕과의 성격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자율성’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이는 총론 차원에서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이 각론 차원에서
도덕과의 특성에 맞게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도덕과에서 상
정하고 있는 인간관은 ‘자율적인 도덕적 인간’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
서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이 인간관 혹은 학습자관에 긴밀하게 연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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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도덕과는 평가 대상을 능동적이고 자
율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덕과가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평가(evaluation)’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 대
상을 변화 가능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이 평가관은 인간 행동의 변화관을 가정하고 있다(황정규, 2009:
49). 그러므로 도덕과의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은 능동성과 자율성 외에
도 ‘변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도덕과의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덕과의 평가관은 도덕과의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이다. 평가의 패러다임은 평가관, 평가의 목적, 평가 기준, 평가 방
법, 평가 도구, 평가의 설계, 평가 결과 산출, 평가 결과의 활용 등 교육
평가 전반에 관한 어떠한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 전반에 관
한 인식의 틀에는 “평가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평가에 대한 지향
점이 내포되어 있다. 즉 평가의 패러다임은 평가의 본질 혹은 지향점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은 현재 혹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이
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태제(2010: 594)는 평가 패러다임이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 및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에서 능력참
조평가(ability-referenced

evaluation)

및

성장참조평가

(growth-referenced evaluation)로, 선다형 검사에서 수행평가로, 검사
(test)에서 총평(assessment)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재춘 외(2010: 250-252)는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에서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로, 규준지향평가 및 준거지향평가에서
능력지향평가 및 성장지향평가로, 양적 평가 방법에서 질적 평가 방법으
로 평가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평
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평가 유형에 따라 재구조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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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태제(2010: 594)와 김재춘 외(2010: 250-252)가 제시한 규준참조
평가 및 준거참조평가에서 능력참조평가 및 성장참조평가로의 전환은 평
가 기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평가 기준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개인 간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성취정도를 온전히 파
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의 성취와 어떤 준거와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성취 정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타인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규준참조평가에 해당하
고, 후자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타인과 무관하게 교육목표에 도달하였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준거참조평가에 해당한다. 타인의 수준과
교육목표 도달 여부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각기 나
름대로의 장점을 갖지만, 능력참조평가 및 성장참조평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비개별적이며 결과적인 평가기준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능력참조평
가는 학생의 현재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maximum
performance)를 기준으로 하며, 성장참조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
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패러다임이다(성태제,
2010: 82). 이 두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비해 보다 개별적이고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즉 평가 기준의 패러다임은 비
개별적이고 결과적인 것에서 개별적이고 과정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특징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태제(2010: 594)와 김재춘 외(2010: 250-252)가 제시한 선다형
검사에서 수행평가로, 검사에서 총평으로, 양적 평가 방법에서 질적 평가
방법으로의 전환은 평가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류될 수 있
다. 평가 방법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앞서 살펴보았던 측정관에 기
반을 두고 있다. 교육평가는 측정관에 기초했을 때, 평가 대상에 대한 수
량화되고 객관화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평가자는
수량화된 객관적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선정하게 되는데,
양적 평가 방법이 이에 해당하며 선다형 검사는 양적 평가 방법의 하나
이다. 선다형 검사는 양적 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학교교
육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선다형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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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문항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오류
와 공정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담
보하기 때문에, 선발, 분류, 서열화를 위해 사용된다. 선발, 분류, 서열화
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준거에 대한 학습자의 도달여부가 아니라 집단
내 상대적 위치이다. 선다형 검사의 이러한 특징들은 선다형 검사가 규
준참조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
럼 측정관에 기초해 있으면서, 규준참조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선다형 검
사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객관화된 정보로 산출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학생들을 수량적 정보에 기초해 서열화 할 뿐 실
제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김재춘 외, 2010:
256).
이와 같은 한계점에 따라 질적 평가 방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1950년 이후부터 양적 평가에 대
한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평가의 패러다임을 질
적 평가로 전환해왔다(차우규, 1998: 467). 현재 학교교육 현장에서 강조
되고 있는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는 질적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수행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 즉 양적 평가 방법에
대한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서술형, 논술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도구 및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고차원적 인지,
정의, 행동 등 통합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행평가
는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보단 타당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측정관보다
는 평가관 및 총평관, 규준참조평가보단 준거참조평가와 더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춘 외(2010: 249)가 제시한 총괄 평가에서 형성 평가로
의 변화는 평가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학교교
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학생 평가를 평가 기능에 따라 진단 평가, 총괄 평가, 형성
평가로 구분하였다. 진단 평가는 학습자의 선행 지식이나 사전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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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총괄 평가는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한 학
기 혹은 한 해 동안 성취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형성 평가
는 매 수업마다 학습자의 현재 학습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
(feedback)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총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상대적으로 변별하고 등급 혹은 성적을 부여하기 위해 수행되며
선발, 분류, 진학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김재
춘 외, 2010: 250). 이러한 총괄 평가는 앞서 언급한 측정관, 규준참조평
가, 양적 평가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반면 형성 평가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수행되기 때문에, 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교육평
가는 선발 기능보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돕는 평가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데, 총괄 평가는 주로 선발 기능을 위해 수행되는 반면, 형성 평가는
교육적 성장을 위해 수행된다(김재춘 외, 2010: 250). 총괄 평가는 한 학
기 혹은 한 해 동안의 학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행되기 때문에 총괄 평
가에 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적 결과물로 간주된다. 반면 형성 평가는 매
수업 시간 수행되며,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성 평가에 의한
평가 결과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육 평가가 총괄 평가의 기능
에서 형성 평가의 기능을 점차 강조한다는 사실은 평가 결과가 아니라
평가의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가의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도덕과 평
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총론 차원에서 중
점 사항으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
한다(교육부, 2015a).”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
가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교육부, 2015a).”고 명시하고 있다. 도덕과는 이와 같
은 총론 차원의 중점 사항을 각론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한 수행평가 방법을 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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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5a).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을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교육부, 2015b: '일러두기')”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취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규준참조평가보다 준거참조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도덕과의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은 성취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에선 규준참조평가가 아닌 준거참조평가를, 선다형 검사보다 수행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선 양적 평가 방법이 아닌 질적 평가 방법을, 평가 결과
보단 평가 과정을 중시하여 평가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한다는 점에선 총
괄 평가가 아닌 형성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과의 평가관은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 평
가 대상에 대한 관점,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도덕과의 평가관은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을
가리킬 수 있다. 도덕과 평가는 측정관보단 평가관과 총평관에 기초해
있어, 인간 행동을 고정된 실재로 바라보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
성을 중시하기보단 인간 행동의 다양성 및 변화 가능성과 타당성을 중시
한다. 다음으로 도덕과의 평가관은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을 가리킬 수
있다. 도덕과 평가는 평가 대상을 ‘자율적인 도덕적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의 성장 가
능성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도덕과의 평가관은 평가 패려다임에 대한
관점을 가리킬 수 있다. 도덕과 평가는 평가 기준 측면에선 능력 참조
평가 및 성장 참조 평가 혹은 준거참조평가를, 평가 방법 측면에선 질적
평가 방법을, 평가 기능 측면에선 형성 평가를 더 바람직한 평가로 인식
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평가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임
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관이 다른 평가관에 동시에 속할 수 있
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재춘 외, 2010: 249).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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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처럼 도덕과의 평가관을 평가 개념, 평가 대상, 평가 패러다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일은 평가관의 의미를 명료화할 수 있으며, 어떤 평가
관을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도덕과 교육에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관의 적합성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평가에 적용하는 시도가 타당하려면, 성장 마
인드셋과 도덕과 평가의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합성이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의 목적, 개념, 내용들이 도덕과 평가의 목적, 개념,
내용들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그 자
체로 교육평가 이론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
과 평가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도덕과 평가관이 가정하고 있는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으로서 평가(evaluation)와 총평(assessment), 평가 대상에 대
한 관점으로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 ‘통합성’과 적합하다는 점을 논
의할 것이다.
도덕과의 평가관에서 ‘평가관’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평가 개념에 대
한 관점을 가리킬 수 있다. 도덕과는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으로 측정관
(measurement), 평가관(evaluation), 총평관(assessment)을 모두 필요한
관점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도덕과 평가의 본질에 부합하면서 더 바람직
한 관점으로 ‘평가관’과 ‘총평관’을 채택하고 있다. 측정관은 평가 대상을
고정된 실재(reality)로 가정하고 평가 대상의 행동특성을 객관적으로 수
량화하여 선발, 분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평가관은 평가 대상
을 변화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교육의 목적에 대한 가치판단을 평가의 본
질로 삼는다. 총평관은 평가 대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가정하
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전인적 평가를 추구한다(황정규, 2009:
45-49). 이 세 가지 관점은 모두 평가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적
절한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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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 환경에 대한 관점, 평가 과정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덕과의 평가관은
필요에 따라 평가 대상의 행동특성을 수량화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만, 더 바람직한 관점으로 평가 대상의 변화가능성을 믿고 교육의
목적에 대한 가치판단과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는 평가관과 총평관을 채
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덕과의 평가관은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을 가리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선 평가 대상의 범위를 ‘학생’으로 제한하여 논의하였다. 그 이
유는 학생 평가의 개선이 도덕과 평가 개선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는 평가 대상을 능동적이고 자율적
인 존재이면서, ‘변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요컨대, 도
덕과의 평가 대상에 대한 관점은 ‘자율적인 도덕적 인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도덕과의 평가관이 ‘변화가능성’과 ‘통
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평가’는 평가 대상을 고정되거나 결정
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한다(황
정규, 2009: 47). 또한 ‘평가’와 ‘총평’은 평가 대상을 인지적 요소와 같은
단일한 요소로 환원시키지 않고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
하여 파악하고자 하며, 평가 대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
게 다룬다(성태제, 2010: 28).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 평가관의
적합성을 확보되려면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변화가능성’과 ‘통합성‘이라
는 도덕과 평가관의 특징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만약 성장 마인드셋 개
념이 인간을 변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거나, 환경과 상황에
결정된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거나, 인지적 요소를 제외한 정서적, 행동
적, 환경적 요인을 무용한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면, 성장 마인드셋 개념
을 도덕과 평가관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도덕과 평가관의 ‘변화가능성’이라는 특징
과 양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성
장과 변화를 위해 개인의 스스로 통제가능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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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무기력 패턴과 숙달지향 패턴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한 연구
에서 무기력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은 자신의 실패를 통제할 수 없는 부
분, 즉 타고난 능력에 귀인(ability attribution)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숙
달 지향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은 자신의 실패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노력에 귀인(effort attribution)하는 경향이 있었다(Diener & Dweck,
1978; Diener & Dweck, 1980). 이 연구의 의의는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
혹은 성공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적응적인 심리
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강조는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이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Dweck이
마인드셋(mindset)과 혼용하여 암묵이론(implicit theory)을 사용할 때,
성장 마인드셋을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이 ‘변화가능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weck은 증진이론을 ‘적응적인(adaptive)’
것으로, 증진이론과 대별되는 실체이론을 ‘부적응적인(maladaptive)’것으
로 규정한다. 이는 성장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에 비해 성취, 자아존
중감, 인내, 노력, 지속성 등 적응적인 행동 특성과 더 관련 있기 때문이
다(Dweck & Leggett, 1988: 257). 더불어 성장 마인드셋이 실험적으로
유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Molden & Dweck, 2006:
194). 요컨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은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핵심으
로 할뿐만 아니라 더 적응적인 신념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도덕과 평가관의 ‘통합성’이라는 특징
과 양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도덕과 평가관이 ‘통합성’을 특징으
로 한다는 말은 평가 대상의 도덕성을 인지, 정서, 행동 중 하나의 요소
로 보거나 각 요소를 분절적으로 나눠진 독립된 속성으로 환원시키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난심(1998: 194)은 도덕과 평가의 환원주의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특정 요소로 환원된 도덕성에 대한 관점이 “‘통합된
전체’로서 도덕성이나 인격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것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도덕과 평가가 ‘평가관’과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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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통합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한편, Dweck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서 개인이 대상을 인식하
는 방식을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핵심적
인 변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정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Dweck, 2000: 139). 오히려 인지와 정서는 통합된 하
나의 체계 안에서 개인이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한다
는 것이다. 이는 Dweck의 이론이 인간을 인지를 제외한 다른 요소를 무
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인간을 어떤 하나의 요소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의 목적
은 특정 영역에서의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
동기, 발달, 그리고 자아를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체계 안에서 설명해내
는데 있다(Dweck, 2000: 132-148; Dweck & Leggett, 1988; Molden &
Dweck, 2006). 요컨대, Dweck은 통합성을 자신의 이론 안에서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도덕과 평가관이 갖
고 있는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 ‘통합성’이라는 특징과 양립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관성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도덕과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4.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기준
1)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도덕과의 평가관이 도덕과 평가의 근본적인 토대와 방향성을 설정한다
면,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은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이자
지침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덕과 교사들은 평가에 있어서 성취기준의 의미와 역할이 무
엇인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준거참조평가의 점차적인 확대로 인해 성취기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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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해결되어
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덕교육 연구자들은 도덕과 특성에
맞는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은 도덕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통
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도덕과의 성취
기준 및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이 도덕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내에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행된 연
구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백순근
외, 1998)이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시기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 교육과
정을 개정할 때마다 후속 연구 성격으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
여 보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왔
다(이미경 외, 2016: 19). 이 과정에서 성취기준, 평가기준, 성취수준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을 명료화하기 위해선 용어 사용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총론)」(이미경 외, 2016)에선 이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

정에

따른

성취기준

개별
준

성취기
달성

도

근거한

평가기준

개

내용

성취기준

평가기준

중영역

성취기준

평가기준

발 연구
2007 개정 교
육과정에
거한

근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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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성취기준

달성 정도

제7차 교육과
정에

정

단원별/영역

준 개발 연구
2009 개정 교
육과정에
거한

근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근

교육과정

평가준거

평가기

성취기준

성취기준

평가기

성취수준

성취수준

평가기준

성취수준

준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거한

준 개발 연구

[표 3-10] 평가기준 관련 용어의 변화(이미경 외 2016: 20)
제7차 교육과정은 ‘내용’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평가기준 개발 연
구에선 성취기준은 ‘성취기준’으로, 개별 성취기준 달성 정도는 ‘평가기
준’으로 사용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선 성취기준
을 “교과 교육과정을 상세화하여 학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를 알아보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을 “평가 영역에 대하여 성취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성취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현진 외, 2000: 1). 이어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내용’을 ‘중영역’으로 바꾼 것 외에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선 국가 교육과
정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지칭하고, 개별 성취기준 달성 정도를 ‘성취수
준’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달라진 점은 추가적으로 단원별/영역별 성취기
준 달성 정도를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이며, 마찬가지로 이를 ‘성취수준’
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선 ‘평가기준’이란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취수준’으로 일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선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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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에서 구체화한 성취기준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교육과정 성
취기준’으로 지칭하고, 후자를 ‘평가준거 성취기준’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서 탈락된 ‘평가기준’
용어를 복구하고, 단원별/영역별 성취기준 달성 정도는 ‘성취수준’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성취기준’, ‘평가기준’, ‘성
취수준’ 용어의 사용과 의미 또한 함께 변화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수준’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평가기준’은 개별 성취기준 달성 정도 측면에선 같은 내용을 의미
하지만, 단원별/영역벌 성취기준 달성 정도 측면에선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을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 2015a: '일러두기').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Ⅰ-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이광우 외, 2015a: 43)에 따르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과 기능,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
는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도달점(outcome), 교과의 내용(지식)을
적용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수행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정의의 공
통점은

성취기준이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과

‘수행

기준

(performance standards)’을 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김동
창, 2016: 208). 이러한 구성에 따라 공통적으로 “성취기준의 기본 문장
구조는 학생을 주어로 하여 '~을/를(내용<요소>·지식 등) ~한다· 할 수
있다(기능)' 형식”을 갖추고 있다(신호재, 2017: 223). 실제 도덕과의 성
취기준 문장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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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영역
[중학교 도
덕]/(1)자
신과의 관
계
[중학교 도
덕]/(3)사
회·공동체
와의 관계

성취기준
[9도01-05]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과 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9도03-02] ㉠보편 규범과 문화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등 ㉠다양
성을 ㉡긍정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표 3-11] 내용과 기능으로 구성된 2015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성취기
준(교육부, 2015b, 기호는 임의로 추가)
성취기준이 내용과 기능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과 ㉡을 추가하였다. ㉠은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은 기
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학교
도덕]/(1)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과 건
강의 필요성”,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
며, “㉡설명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는 기
능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도덕]/(3)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보편 규범과 문화다양성의 관계”, “㉠문화적 차이와 다름”, “㉠다양
성”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긍정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는 기능을 진술하고 있다. 특히 “㉠보편 규범과 문
화다양성의 관계”는 단순히 내용이 아니라 ‘도덕적 지식’의 형태로 제시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들을
성취기준 형식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윤현진 외, 2008: 3-4), 성취기
준 진술방식은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면서 더 정교화된 형태로 발전해왔
다(김현수 외, 2016: 3; 신호재, 2017: 221). 성취기준이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러 보다 발전된 부분은 학습 후 기대되는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규
정하는 ‘수행 기준’을 더 강화시켰다는 데 있다(신호재, 2017: 219).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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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성취기준은 도덕과에서 가르쳐야 할 목표, 내용, 역량을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육목표로 제시된 ‘역량’은 ‘기능’의 형태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구현되었다(이미경 외, 2016: 13).
이처럼 내용기준과 수행기준을 통합하는 형태로 기술된 성취기준은 교
육과정 상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표준’의 기능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기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정혜승, 2007:
184). 앞서 제시한 정의 중 전자는 교수·학습활동을 포괄하면서 넓게 정
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교수·학습의 실질적 근거로서 표준에 초점
을 맞췄다면, 후자는 ‘결과 중심의 도달점(outcome)’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상대적으로 평가의 실질적 근거로서 기준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서에
서 정의된 성취기준은 각 교과가 가르쳐야 할 단원 및 영역의 내용과 수
행 혹은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교수·학습의 범위와 깊이와 폭을 한정하는 표준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는가 혹은 교수·학습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의 기능에 주목하는가에 있어선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성취기준이 상대적으로 주목하는 바에 따라 차이가 생
기는 이유는 성취기준이란 개념이 엄밀한 학문적 정의에 근거한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요구 및 정책적 차용의 맥락에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 때
문이다(김국현, 2009: 130; 김동창, 2016: 203; 윤현진 외, 2000: 5). 따라
서 성취기준이 갖고 있는 ‘표준’으로서의 기능과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성취기준으로, 후자는 평가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반영된 평가기준은 “평가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평가준거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각
도달 정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김현수 외, 2016: 15). 즉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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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가기준의 개발은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작업에 기초한다(조난심,
1998: 201; 김국현, 2009: 141). 이때 중요한 것은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
도를 상/중/하로 변별하는 근거를 명료화하는 일이다. 이를 변별하는 근
거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각 평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특성,
필수 목표와 심화 목표, 내용 외 복합성, 난이도, 성취 결과의 교육적 가
치, 성취 결과의 분포 양상, 성취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종류 및 시간, 교
육적 중요도 등 질적 양적 근거”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조난심,
1998: 201). 평가기준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제
시된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할 경우 ‘중’수준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가정
해야 한다. 또한 ‘상’수준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선 안 되
고, 각 단계는 해당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보일만한 전형적인 특성을 명
료하게 진술하고 있어야 하며, 각 수준의 구분과 차이 또한 명료해야 한
다. 특히 진술에 비교육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김현수 외, 2016: 19-20). 결론적으로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을 개발할 때는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누는 변별
근거를 명료화하는 일과 평가기준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의 의미와 두 용어 사이의 관
계를 명료화 할 수 있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교육부, 2015: '일러두기')”이면서, 동
시에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
심의 도달점(이광우 외, 2015a: 43)”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취기준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
가에 대한 해답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신호재, 2017: 217)”이면
서, 동시에 교수·학습의 결과로서 ‘도달점’이라는 점에서 평가적 요소를
지닌 기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신호재, 2017: 218; 정혜승, 2007:
184). 이를 구분하여 현행 교육과정은 전자는 ‘성취기준’으로, 후자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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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는다. 특
히 총론과 각론에서 성취기준의 명료성을 강조하는 것도 평가기준이 성
취기준에 의해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신호재, 2017: 223).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의 의미와 관계 및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현수 외(2016:
57)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도덕과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표준이 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의 내용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덕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준거로서 기
능할 수 있으며 도덕과 교수·학습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내용이 성취기준의 형태
로 제시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에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수
업 전개 및 평가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2)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기준의 적합성
다음으로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살펴볼 것이
다, 평가관과의 적합성과 마찬가지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도덕과 평가
에 적용하는 시도가 타당하려면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 평가의 실질적
준거로 기능하는 평가기준과의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
가기준과의 적합성이 Dweck의 성장 마인드셋의 이론적 구조 안에서 중
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숙달목표(learning goals)’로부터 확보될 수 있
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을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교육부, 2015a: '일러두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
취기준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신호재, 2017: 217),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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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으로서 기능과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성취기준이 교수학습의 표준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교수학습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교수학습의 ‘기준’으로서 기능한다는 것
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현행 교육과정은 전자를 성취기준으로, 후자를 평가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의 범위와 깊이와 폭을 명료화하는 성취기준이
평가의

기준으로서

기능하려면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대평가로 불리는 준거
참조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 즉 상대평가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강조되어왔다. 규준참
조평가는 학습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집단 내에 해당 학습자의
수준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준참조평
가에서 평가결과의 공정성, 신뢰도, 수치화가 중요한 이유도 규준참조평
가의 목적이 선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준참조평가는 지속적으로
교육혁신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평가기준이
학습자들 사이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데 주목하도록 만드는 탓에, 학
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으로 강조되어온 준거참조평가는 평가결과를 학습자
들 사이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무엇
을 알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결과로 학습자가 교육목표에 온전히 도달
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규준참조평가에서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중요한 것과 달리, 준거참조평가에서 평가결과의 타당도가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평가의 패러다임은 규준참조평가에서 준거참
조평가로 이행해왔으며, 이러한 이행은 평가가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
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
이다.
국내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이 도입되고 발전되어온 흐름은 이러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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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성취기준의
목적이 학습자 사이의 상대적 우열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 도
달해야 할 도달점을 명료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취기준이
설정된 배경이 준거참조평가의 확대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규준참조평가의 폐해에 대한 비판과 각성
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평가의 교육적 의미에 더욱 주목
하기 위하여 준거참조평가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준거참조평가
의 확대가 교육과정에 구현된 형태 중 하나가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
성취기준이 준거참조평가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이 도덕과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에 해당한다. 특히, 성취기준이 학습자의
상대적 서열에 목적을 둔 규준참조평가에 대한 비판에서 강조된 배경은
자기 능력의 진정한 성장을 추구하는 ‘숙달목표’와의 적합성을 함의하고
있다.
제2장 제1절에서 언급한대로 성취상황에서 지능에 관한 암묵이론은 개
인의 목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인과적인 역할 또한 한다(Bandura &
Dweck, 1981; Hong, Chiu, Dweck, & Lin, 1998; Leggett & Dweck,
1985; Mueller & Dweck, 1997). 지능에 관한 실체이론을 가진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관심을 갖
는 ‘수행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행목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상황에는 몰입 혹은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은 회피하려 한다. 홍콩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실험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미래과업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에 마주했을 때조차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Hong et al,,
1999). 또한 수행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능의 수준에 대해 염려하
며 똑똑해 보이길 원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수행목표를 가진 사람들에
게 성취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반면 지능에 관한 증진이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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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실제 성장에 관심을 갖는 ‘숙달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숙달
목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능력을 실제로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숙달목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하고 새로운 과제를 정복하며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
는다. 또한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 이
들은 자신이 어떤 과제에 도전할 때, 그 결과 실패가 확실히 예상되더라
도 새로운 것을 숙달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패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능 혹은 능력을 책망하지 않고 적절한 전략의 부재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성취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것을
숙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지된다(Hong et al,, 1999).
규준참조평가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서열화 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는 점과 수행목표가 자신의 실제 능력의 발달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 내 상대적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은 서로 논리적
인 연관성을 갖는다. 상대평가가 중시되는 평가체제 안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실제로 얼
마나 발달하였는지, 배움의 과정은 그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단 내에 동료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가
능성이 높다. 이 물음들은 수행목표를 설정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으며, 이 물음들의 내용 자체가 수행목표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달리, 준거참조평가가 학습자의 집단 내 상대적 수준과 무관하게
교육목표의 도달여부를 중시한다는 점과 숙달목표가 타인의 평가와 무관
하게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
된다는 점이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국가 수준에서 강조되고
있는 준거참조평가, 즉 절대평가가 확대된 배경은 상대평가에 대한 지나
친 신뢰가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뿐만 아니라,
원래 교육이 의도한 결과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규준참조평가
체제 안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물음들은 준거참조평가
체제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물음들이다. 왜냐하면 그 물음들은 본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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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행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준거
참조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장과 발
달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숙달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 마인드셋 이론과 도덕과 평가기준의 적합성은 수행목
표와 규준참조평가의 논리적 연관성과 숙달목표와 준거참조평가의 논리
적 연관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개인의 목표지향의 차이는 Dweck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목표지향과 관련
된 내용이 도덕과의 평가기준과 무관할 경우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도덕
과 평가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행목표
와 규준참조평가의 논리적 연관성과 숙달목표와 준거참조평가의 논리적
연관성은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이론적 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3 절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 탐색
1. 교사의 평가관
앞선 논의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관은 ‘변화 가능성에 대
한 신념’과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적합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실제 교실장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각기 다른 평가관을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도덕과의 평가관과 전혀 반대되는 평가관을 가질 수 있다. 교사의 서로
다른 평가관은 평가목표 설정, 평가방법 선정, 증거수집 과정, 평가결과
해석, 피드백 등 형성평가의 각 절차를 다른 방향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
라 서로 다른 평가관을 가진 교사는 수업(instruction)을 서로 다른 방식
으로 형성(form)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형성평가 절
차는 다른 유형의 수업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다른 발달
경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교사의 평가관이 학
습자의 도덕적 인성 및 도덕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이하 도덕 성장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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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셋)의 발달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McMillan(2014; 손원숙 외 역, 2015: 33)에 따르면, 교실평가(classroom
assessment)는 “교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자에 대한 증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해석 및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형성평가를
기능으로서 정의하는 Wiliam(2011: 43)은 형성평가의 기능을 “학생의 성
취에 관한 증거가 어느 정도로 수집되고 해석되었으며, 수업에서 다음
단계에 관하여 학생의 성취에 관한 증거의 부재로 내렸을 결정보다 더
낫거나 혹은 더 낫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교사, 학습자, 혹은 그들의 동료에 의해 활용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고 제안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형성평가를 규정함에 있어서 ‘교사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형성평가의
핵심으로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평가 이전, 평가 과정, 평가 이후에 내린 ‘의사결정
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Wiliam, 2011: 45). 만약 교사가 무엇
을 위해 평가를 실행해야 할지, 어떤 평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없이 학습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면, 이러한 증거는 명확한 활용 방향 없이 남겨짐으로써 평가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형성평가 연구자들이 수업활동을 계획
하기에 앞서서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먼저 내리는 ‘백워드 설계
(Wiggins & McTighe, 2005)’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McMillan, 2014: 35; William, 2011: 45).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도덕과 교사가 평
가절차를 설계하거나 평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이 두 가지 측
면에서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측면은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이 도덕과
의 평가결과 산출방식과 평가결과 제공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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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교사의 평가관은 평가의 이유와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성
격, 평가의 시행 및 채점방법, 결과활용 방법 등을 결정한다(McMillan,
2014). 따라서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은 도덕과 평가의 결과를 어떤 방식
으로 산출할 것인지. 산출된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평가의 목적을 측정, 분류, 선발, 서열화의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다면,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선정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규준참조평가에 의해
산출된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 백분율(percentage), 문자 등급(letter
grade)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다. 반대로, 교사가 평가의 목적을 학습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criterion-referenced

데

설정하고

assessment)나

있다면,

준거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growth-referenced

assessment)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선정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준거참조평가나 성장참조평가에 의해 산출된 평가결과를 규준참조평가와
는 다른 의미에서의 문자 등급(letter grade), 도달과 실패(pass or fail),
의견(comment), 서술식(written description), 그래프 등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의 평가관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방식과 평가결과 제공방
식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결과가 산출되고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평가결과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후술할 예
정이지만, 도덕과에서의 규준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과 백
분율, 문자 등급의 형태로 제공되는 평가결과는 도덕과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준거참조평가나 성장참
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과 의견, 서술식, 그래프의 형태로 제
공되는 평가결과는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
럼 평가관이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첫 번째 측면은 주로 공식적 형성평가 절차에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측면은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이 도덕과
의 교수학습 과정을 형성함으로써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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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형성평가는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교사
의 의사결정을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주도함으로
써 수업을 ‘형성(form)’한다(Wiliam, 2011). 즉 효과적인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은 도덕과 평가가 도덕과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들은 교사
의 신념과 태도가 어떻게 피드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고 있
다. 먼저, Dweck과 동료들은 언어적으로 제공되는 비공식적 피드백으로
서

칭찬이

마인드셋

발달의

경로를

예측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Gunderson, Gripshover,
Romero, Dweck, Goldin-Meadwo, & Levine, 2013; Kamins & Dweck,
1999; Mueller & Dweck, 1998). 그러나 성인의 마인드셋이 직접적으로
아동 혹은 청소년의 마인드셋을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Gunderson
Haimovitz,

et

al.,

Wright,

2013;

Murphy,

Haimovitz
&

&

Yeager,

Dweck,
2016;

2016;

Park,

Hooper,

Gunderson,

Tsukayama, Levine, & Beilock, 2016; Sun, 2015), 다른 예측 요인을 가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aimovitz와 Dweck(2016)은 교사의 동기화 방
법에 관한 마인드셋이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
을 촉진하는 교육적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는 학습자의 실패나 역경에 대해
실패 자체를 학습의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하거나, 선천적인 재능과 같은
본인이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는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 학
습자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반면, 교사가
학습자의 실패나 역경에 대해 실패를 다음 단계의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학습자의 선천적 재능이 아닌 노력이나 전략 등과 같은 과
정에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 학습자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
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수행되는 보다 일반적인 교사의
피드백 행위와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사는 학생의 개인의 능력보단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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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방법들을 실천하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교사는 성적
에 따라 학생들을 집단별로 구분하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에겐 낮은 기
대를 보이고 높은 학생에겐 높은 기대를 보이고, 학생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보단 평가결과를 준거로 서로 비교하였다(Park et al., 2016; Sun,
2015).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교실의 성장 마인드셋 문화를 형성함에 있
어서도 동일하였다(Hooper et al.,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교사의 평가관이 학생들의 언행에 대응하는 방
식 혹은 학생들을 동기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교육적 행위 양식의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학습자의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에 의한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있어
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도덕과 교사가 학습자의 도덕과 학습에
있어서의 낮은 성취 혹은 실패(failure)를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
로 해석하거나, 학습자의 선천적인 도덕성이나 도덕적 인성에 기인시킬
경우에 사람 혹은 능력 피드백(person- or- ability feedback), 예를 들면
학습자의 도덕성이나 도덕적 인성에 대한 칭찬 혹은 비판을 제공함으로
써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는 자신의 특정한 언어적 행위, 신체적 행위, 관계적 행위로
부터 자신의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인성을 측정해낼 수 있다고 추론하게
되는 특질 추론(trait inference)을 활성화 하게 된다.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특질 추론이 더 빈번하게 활성화되는 학습자는 도덕과 교사
로부터 부정적으로 제공된 평가결과를 자신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고정된 측정값이라고 해석하게 될 수 있다. 반면 도덕과 교사가 학
습자의 도덕과 학습에 있어서의 낮은 성취 혹은 실패를 도덕성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해석하거나, 학습자의 노력과 전략 같은 과정에 기인시
킬 경우에 과정 혹은 숙달 피드백(process- or- learning feedback), 예
를 들면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칭찬 혹은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와 같은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는 자신의 도덕과 학습에 있어서의 낮은
성취나 실패가 자신의 선천적인 도덕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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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도덕적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인
방식의 변화는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동기화 방법에 관한 마인드셋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교사 자신
의 마인드셋은 간접적으로 학습자의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
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Haimovitz & Dweck, 2017). 도덕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도덕과 교사는 학생들을 선한 학생 혹은 악한 학생으로 분류
하거나, 학생들이 그러한 분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과 교사가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면, 고정된 특질
이 실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성적과 같은 공식적 형성평가 결과뿐만 아니
라 관찰과 같은 비공식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확보한 주관적 정보를 바탕
으로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고 믿을 수 있다. 이는 도덕과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들에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
진 도덕과 교사는 도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한 학생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Dweck,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평가 관련 연구들과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은 평가결과의 산출방식, 평
가결과의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의 유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학습자의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결과의 산출방식, 평가결과의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의 유형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
드셋 발달 경로의 차이를 유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결과의 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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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달라질

(norm-referenced
(criterion-referenced

수

있다.

평가결과의

assessment)에

의한

assessment)에

의한

산출방식은

규준참조평가

산출방식,

준거참조평가

산출방식,

성장참조평가

(growth-referenced assessment)에 의한 산출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McMillan, 2014; 성태제, 2010; 박정, 2011). 각 유형의 평가결과 산출방
식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규준참조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 평가결과가 학습과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Black et al., 2003; Black & Wiliam, 1998a; 1998b; Wiliam, 2011;
Robinson, 2015; 성태제, 2010; 조난심, 1998; 황정규, 2009). 규준참조평
가는 집단 내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정량화된 수치로 환원시켜서 통
계적으로 처리한 후에, 특정 학생의 집단 내 상대적 위치를 평가한다. 이
런 이유로, 규준참조평가는 학습자의 특성을 정량화된 수치로 환원한다
는 점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reality)의 고정성(stability)을 가정하는
측정관에 적합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준
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선다형, 진위형 등과 같은 객
관식 평가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괄평가와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규준참조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평가결과를 산출
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표현에 의한 모호성과 막연성을 배제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성태제:
2010: 94), 교사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들을 방해하거나,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
드셋 발달을 자극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Todd Rose(2015; 정미나 역, 2018)는
집단의 평균치를 준거로 특정 학생의 능력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오늘날 일반적인 표준화 시험들이 평균을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평균주의(averagism)’를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평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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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가정하고 있는 표준화 시험을 바탕으로 산출된 인간의 성격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떤 인물의 특정한 행동 안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특질
을 파악할 수 있다는 확신, 즉 ‘본질주의적 사고(essentialist thinking)’를
만족시켜준다. 호주 교육연구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의 대표이사인 Geoff Masters(2014: 4)에 따르면, “학습
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접근, 우리가 부여하는 과제의 종류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실패와 성공을 보고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자
신의 학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학습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평가와 성적 보고의 과정은 학생들, 부모, 공동체의 학
습에 대한 신념을 어떤 때에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형성한다.” 즉
교육자들이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어떤 메
시지를 던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규준참조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이 학습자에게 도덕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imovitz과 Dweck(2017: 1856)은 오늘날 아동들이 고
부담 시험(high-stake test)에서의 성공이 심충적인 학습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다뤄지는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Dweck과 동료들이 수행
해온 많은 연구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부담 시험 결과를 그들의 현재
의 지능 수준뿐만 아니라, 사실상 앞으로의 지능 수준을 결정하는 측정
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런 방식의 평가 방식들은
학생들이 학습이 아니라 시험 자체에 대해 공부하게 만들고, 교사들은
학습자의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희생해서 학습자들 간의 수행비교에 초
점을 두게 만든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구는
Haimovitz과 Dweck이 규준참조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Haimovitz &
Dweck, 2017: 1857).
그러므로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환경은 위협아래에 있고 역설적으로,
이 환경은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에 의
해 위협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이 아동들의 마인드셋의 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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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특히 이를 기르는 사회화 실천을 이해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에 헌신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
해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도덕과 평가의 결과를 규준참조평가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것은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규준참조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 평가결과를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측정
값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진정한 도덕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희생하고 학습자의 도덕과 평가 성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분위기는 실패를 도덕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간주하기보단 학습자의
고정된 도덕적 수준을 입증하는 정보로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
으로 규준참조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결과의 산출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습자가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수행실패, 평가결
과에 있어서의 수행실패의 원인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생물
학적 한계나 환경적 한계에서 찾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도덕과 학습과 도덕과 학습을 위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학
습자의 도덕적 동기 및 수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자
들은 어떻게 학업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하는지(Dweck, 2015: 242)”
에 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해 가능한 첫 번째 답변은
‘준거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과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열정성, 도덕적 행동의
수준을 동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기준과
비교하게 하기 위해 준거참조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기준
의 적합성은 수행목표와 준거참조평가의 논리적 연관성을 통해 확인되었
다. 준거참조평가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된
수행목표 지향이 아니라, 타인의 성취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숙달목표 지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다 적응적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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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서 숙달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숙달목표와 성장 마인드셋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했
을 때(Dweck & Elliott, 1983; Dweck & Leggett, 1988; Elliot &
Dweck, 1988), 준거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규준참조평
가에 근거한 평가결과산출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위협을 방지하고,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위한 진입점을 형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학습자의 도덕 성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장참조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하
여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다. 최종 성취수준에 대한
관심보다는 초기 능력수준에 비추어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느냐”
(성태제, 2010: 83)를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즉 학습자가 얼마
나 잘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학습자가 얼마나 ‘성장’하였느냐가 평가의 준
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학습자의 관심을 타인과의 비교
나 도달 혹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고정된 측정값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연속선상에서 인지하게 함으로써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weck(2015: 242)에 따르면, “성장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은 모든 학생
의 학습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Dweck과 동료들(O’Rourke,
Haimovitz, Ballweber, Dweck, & Popović, 2014)은 유명한 교육용 게임
‘BrainPOP®’의 보상체계를 ‘brain points’ 체계로 변환하여 노력, 전략의
사용, 끈기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brain points’ 체계는 문제가 일반적으
로 어려운 문제에 속할지라도, 게임에 임하는 학생에게 쉬운 문제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연구결과는 ‘표준 게임’에 임한
학생들에 비해 ‘brain points’ 체계가 도입된 게임에 임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고, 자신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문제
에 더 끈기 있고 오랜 시간을 플레이한다는 점을 밝혀냈다(Dweck,
2015: 244). 즉 이 연구증거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용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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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되어 있던 수행에 대한 보상구조(incentive structure)를 성장 마인드
셋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과 일관된 행동을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보상 구조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성장 마인드셋 이론
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O’Rourke et al., 2014: 3347). 이를 고려했을 때, 교육전문가들이 학생들
의 시간에 걸친 발달의 정도보다 현재의 고정된 능력에 평가의 초점을
둔다면 학생들에게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Dweck, 2015: 244).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단지 평가결과의 기
록 및 보고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이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고려를 요구한다. 요
컨대, 규준참조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준거참조 및 성장참조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평가결과 산출방식에 따른 평가의 교육적 기능의 차이에
관한 정보는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3. 평가결과 제공방식
어떤 평가결과 산출방식에 근거하든지 평가결과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제공된다. 평가결과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은 평가결과 산
출방식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피드백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평가결
과 산출방식에 따른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적 경로의 차이
와 마찬가지로, 평가제공 방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

제공방식을

유형화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McMillan(2014)은 평가결과 제공방식을 ‘문자 등급(letter grade)’, ‘정답
률(percentage correct)’, ‘루브릭(rubric)/점검표(check-list)’, ‘기준 기반
등급(standard-based grade)’, ‘문장제 기술(written description)’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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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에 Guskey와 Bailey(2001)은 ‘도달 혹은 미달 성적(Pass/Fail
grading)’을 추가하여 제시한다. 이처럼 평가결과 제공방식은 다양한 형
태를 가질 수 있으며, 도덕과 교사는 평가목표와 평가방법에 적합한 평
가결과 제공방식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교사는 각 평가결과 제공방식이 초래하는 교육적
결과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결과의 형태
는 성적(grading)이며, 많은 측정 전문가들은 성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Lipnevich & Smith, 2008). Airasian(1994)은 성적의 5가지 주
요 기능으로 ‘(1)행정적(administrative)’, ‘(2)지도(guidance)’, ‘(3)교수계획
(instructional planning)’, ‘(4)피드백(feedback)’, ‘(5)동기화(motivation)’를
제시하였다. 이 중 (1)에서 (3)은 총괄평가의 기능에 해당하는 반면, (4)
와 (5)는 형성평가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ipnevich & Smith,
2008: 5-6). 그러나 평가결과 제공방식에 따른 교육적 효과 차이를 분석
한 연구들은 성적의 형성평가 기능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Lipnevich와 Smith(2008: 4-7)의 분석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
이 될 수 있다. 형성평가의 교육적 중요성을 학계에 알린 Black과
Wiliam(1998a)은 평가결과가 기술적 피드백(descriptive feedback)의 형
태로 제공되는 것이 ‘문자 등급’이나 ‘점수’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보다 학
습과 동기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Elawar와 Corno(1985)는 교사의
기술적 피드백과 성적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술적 피드백이 성
적보다 높은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Butler와 Nisan(1986)에
따르면 성적은 학습의 양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성을 감
소시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였으며 흥미를 약화시킨 반면, 의
견의 형태로 제공된 평가결과는 학습자의 관심을 과제에 집중시킴으로써
학습과 동기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성적의 형태로 제공되는 평가결과가
단지 학업성취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Grolnick과 Ryan(1987)은 사회과목에 대해 얼마나 잘 했는지 성적을 부
여할 것이라고 말한 집단과 성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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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뒤 어떤 집단이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더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집단이 텍스트
의 핵심 내용을 더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평가결과 제공방식에 따
른 효과차이가 피드백이 학생들의 주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성적과 점수의 형태로 제공되는 평가결과는 규준참
조평가와 가장 적합한 평가결과 제공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성적, 등급,
점수로 제공된 평가결과는 규준참조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평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규준참조적 메시지가 함축된 평가
결과에 의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
하게 되고 동기가 약화된다(Butler, 1988; Butler & Nisan, 1986). 이는
성적과 점수의 형태로 제공된 평가결과가 잠재적으로 ‘자아 수준(self
level)’(Hattie & Timperley, 2007)의 피드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준참조적 메시지가 함축된
성적과 점수는 학습자의 주의를 ‘과제’가 아닌 ‘자아’에 집중시킴으로써
학습자의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Dweck, 2015;
Haimovitz & Dweck, 2017). 반면 의견과 서술식으로 제공된 평가결과는
그 자체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는 수행목표를 자극하기
보단 자신의 학습에 주목하게 하는 숙달목표를 자극함으로써 성장 마인
드셋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덕과 평가결과가 점수
나 성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보다 의견 및 서술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도달 혹은 실패’로 제공된 성적 또한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 도달 혹은 실패는 그 자체로 규준참조평가에 적합한 평가결
과 제공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준거참조평가에 적합한 평가결과 제공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달 혹은 실패는 규준참조적 메시지를 포
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 혹은 마인드셋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달 혹은 실패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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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실패(fail)’에 관한 메시지를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Dweck과
동료들은 대학생들에게 첫 작문과제에서 낮은 성적을 받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라고 요구한 후에, 한 집단에는 그 주제를 ‘아직(yet)’ 숙달하지 못
했다고 말해준 반면, 다른 집단에는 그 주제를 숙달하지 못했다고 말해
줬다. 연구결과는 ‘아직’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집단은 성장 마인드셋을
더 많이 지지하였으며, 더 동기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Haimovitz,
Kratzer, Kenthirarajah, Walton, & Dweck, 2016; Haimovitz & Dweck,
2017: 1853에서 재인용). 이 연구결과는 ‘실패’라는 성적표보다 ‘아직’이라
는 단어가 포함된 성적표가 학생들이 지지하는 마인드셋의 유형에 영향
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평가결과 제공방식을 바꾸는
것을 통해 ‘실패’를 ‘아직 실패’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4. 칭찬 피드백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은 칭찬
피드백이다.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칭찬은 비공식적 형성평
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면서(Lipnevich & Smith, 2008;
McMillan, 2014), 동시에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다. 따라서 교사는
비공식적 형성평가로서 칭찬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
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제2장 제3절에서 칭찬이 어떻게 성장 마인드
셋 발달을 촉진하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도덕과 교사의
칭찬 피드백이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피드백 관련 연구증거들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칭찬의 효과가
학생의 주의를 과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Butler, 1987; 1988; Butler &
Nisan, 1986; Kluger & DeNisi, 1996). 이는 어떤 유형의 언어적 칭찬이
수행결과로부터 능력을 유추하게 하는 추론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 160 -

이다(Butler, 1988).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Dweck과 동료들
은 학습자의 지능, 사회적 기술, 착함, 나쁨과 같은 능력, 특질, 사람과
관련된 칭찬 혹은 비판이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고 동기를 약화시
키며

궁극적으로

수행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밝혔다(Gunderson,

Gripshover, Romero, Dweck, Goldin-Meadwo, & Levine, 2013; Kamins
& Dweck, 1999; Mueller & Dweck, 1998). 특히, 단지 “너는 훌륭한 화
가야(You’re a good drawer)”와 같은 총칭적 칭찬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도 개념을 고정 마인드셋 관점에서 정의하도록 이끌었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도덕과 형성평가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대한 영향을 밝히는 데 있어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도덕과
는 도덕성, 인성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들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초중학교 수준에선 가치덕목과 같은 특질지향적인 용어들을 핵심적
인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덕과 교사는 학습목표로 어
떤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의 내면화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도덕과 평가는 가치와 같은 특질지향적인 용어들을 주된 평가 목표
및 내용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덕과 평가는 평가결과에 특질과 관련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
다. 도덕과 평가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특질 관련 메시지는 비공식적 형
성평가 과정에서 특질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한 피드백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도덕과 교사는 성공적인 수행에 대
해서 “참 성실한 아이구나”, “정말 착한 아이구나”, “배려심 있는 아이구
나”와 같은 칭찬을, 부적절한 수행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아이구나”,
“나쁜 아이구나”, “배려심이 없는 아이구나”와 같은 비판을 제공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유형의 칭찬과 비판은 어떤 가치덕목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피드백들은 학습자에게 특정 가치덕목이 본질적으
로 내재해있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학생으로 하
여금 자신이 그 가치덕목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입증하도록 만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칭찬 받았던 가치덕목과 관련하여 이후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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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수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한 부적절한 수행이 자신이 그 가치
덕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해석은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 혹은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도덕
적으로 행위 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도덕적인 수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도덕적인 노력이나 전략을 포함한 과정지향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칭찬과 비판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
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살
펴보았다. 본 절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특질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목표들이 특질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에 의해 반대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도덕과 교사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특질 혹은 과정
지향적인 피드백들이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어
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

제 4 절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따른 도덕교육적 효과
1. 자아이론(self-theories) 측면에서의 효과
3절에서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
다. 4절에서는 그러한 요인에 의해 발달된 마인드셋이 도덕교육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적용의 타당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따른 도덕교육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
아이론(self-theories)’ 측면에서의 효과와 ‘타인이론(other-theories)’ 측면
에서의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각 측면이 작동하는 방식
과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Dweck의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개념은 실체이론과 증진이론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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눠지는 암묵이론(implicit theory)으로 표현되기도 한다(Dweck, 2017). 그
리고 마인드셋 혹은 암묵이론은 자아(self), 타인(others), 세계(world)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belief)을 의미한다(Dweck, 2000). Dweck의 모
든 연구는 이러한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의미체계의 차이가 자아, 타
인, 세계를 포함한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어떻
게 인지, 정서, 행동의 개인차를 유발하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Dweck, 2000; Molden & Dweck, 2006). 따라서 ‘자아이론’은 자기 자신
의 속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이
론’은 타인의 속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의미체계는 자아와 관련된 요소들에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자아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
의 차이를 유발한다면, 타인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의미체계는 타인과
관련된 요소들에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타인과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절에서 시도하고 있는 타당화는 도덕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에 관한 영역보다 도덕적 인성에 관한 영역에 집중하
고 있다. 도덕적 인성에 관한 영역은 자아와 사회적 세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가정으로부터 발생한 의미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 구조와 사
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Molden & Dweck, 2006: 19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자아이론 측면에서의 효과다. 자
아이론 측면에서의 효과는 ‘자기조절 역량에 대한 효과’, ‘대인관계 역량
에 대한 효과’, ‘부정행위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자기조절(self-regulation) 역량에 대한 효과
Dweck과 동료들이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패나 역경을 경험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역경은 소중하게 여기는 능력과 정체성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Molden & Dweck, 2006: 194).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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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ck과 동료들의 연구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실패와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패와 역경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개인의 자기조
절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는 마인드셋의 차
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이 실패와 역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도덕 성장 마인드셋
을 지닌 사람이 실패와 역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사회적 능력의
영구적인 결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패 후에 실패가 갖는 의미를 축
소시키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실패를 더 많은 노력
과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오히
려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할 수 있으며, 실패 후에 어떻게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
(Molden & Dweck, 2006: 194).
먼저, 역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이다. Nussbaum과 Dweck(2005; Molden & Dweck, 2006:
194-195에서 재인용)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개인적 실패에 대
한 반응이 신념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혔다. 지능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보다 못한 성적의 학생들의 결과를
살펴보기를 추구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고 자아감을 회복하려
고 한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보다 훌륭한 수행을 보
인 학생들의 전략을 배우길 원하고 자신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함
으로써 자아감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지키기 위한 자
기조절 능력이 마인드셋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도덕교육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역경과 관련하여 보다 도덕교육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는 ‘부정적인 사
회적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다. 사회적인 소수집단은 고정관념의 위협
(stereotype threat)을 겪는다. 이 고정관념 위협은 ‘아시아인은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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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다’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능력이 결핍되어 있을 것
이라고 간주되는 소수집단 구성원은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ele &
Aronson, 1995).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생으로 수행된 실험연구는
고정관념 위협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처치된 후에
통제집단에 비해 학업활동에 부여하는 가치, 학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성적 평균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Aronson, Fried,
and Good, 2002). 이는 고정관념의 위협이 존재하는 사회적 역경 상황에
서 마인드셋이 고정관념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정관념의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은 문제 행동에 더 취약하거나, 성
공할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정, 문제가 있는 부모의 학생은 다양
한 형태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등의 고정관념의 위협
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정관념 위협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발달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기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 역량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실패와 역경 상황
에서의 대처 방식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아존
중감이 위협당할 때의 반응, 고정관념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
처 방식의 차이는 마인드셋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불행감
(dysphoria)에 대처하는 방식(Baer, Grant, & Dweck, 2005)과 자아존중
감의 장기적인 변화(Robins & Pals, 2002) 또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것이 학습자의 자
기조절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2)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효과

- 165 -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효과는 큰 의미에서 자기조절 역량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역량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의 범위
는 지능, 도덕적 인성에 대한 마인드셋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마인
드셋으로 확장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마인드셋은 관계는 처음부터 결
정되어 있어서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없다는 고정 마인드셋과 관계는 노
력을 통해 개선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
으로 나눠질 수 있다.
Knee, Patrick, 그리고 Lonsbary(2003)에 따르면, 관계를 고정된 실체
(fixed entity)로 보는 사람은 관계에 대해 진단(diagnosing)하길 지향하
고,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관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반영한다고 믿는다.
또한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회피하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면, 관계를 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관계를 발전시키길
지향하고,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관계의 성장을 돕는 기회라고 믿으며,
의견이 불일치 할 때 긍정적이고 향상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이처럼 관
계에 대한 마인드셋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의 차이와 이에 대응 하는 방식에의 차이를 유발
한다.
따라서 관계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드러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 갈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부정행위(cheating)에 대한 효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효과는 부정행위에 대한 효과다. 부정행위에 대한
효과는 지능에 대한 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
되어 왔다. 지능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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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타인 앞에 입증하고 인정
받는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거짓으로 높여서 보고하였으며(Mueller &
Dweck, 1998), 어떤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다음 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 Sorich, 1999). 이는 지능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
했을 때 도덕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2. 타인이론(others-theories) 측면에서의 효과
타인이론 측면에서의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도덕
고정 마인드셋이 행위에 대한 특질 추론을 이끈다는 점이다. 이는 특질
혹은 사람 칭찬을 제공하는 교육적 행위가 학습자로 하여금 수행결과에
수행자의 고정된 능력 및 특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한다
는 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런 방식의 추론 구조는 타인의 행위
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Dweck과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
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더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은 매우 다
른 상황에서도 더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면, 개
인의 성격 특질도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Chiu, Hong, & Dweck,
1997). 이는 사회적 속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은 특정 행위에 대해 행
위자의 특질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특정 행
위에 대해 행위자의 상황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부여 방식의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도덕 고정 마인드셋은
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도덕적 특질을 포괄적으로 추론하는 인지구조를
형성하고(Erdley & Dweck, 1993; Heyman & Dweck, 1998), 단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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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특정 행위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쉽게 판단하
게 하며(Dweck, Hong, & Chiu, 1993), 제시된 행동을 행위자의 도덕적
특질의 지표로 해석하게 한다(Chiu, Hong, & Dweck, 1997; Heyman &
Dweck, 1998).
요컨대, 타인의 도덕적 인성 및 도덕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은 특질추
론을 유발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상황추론을 유발한다. 또한 추론
양식의 차이는 다양한 부수적인 결과들로 이어진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효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정관념에 대한 효과’, ‘처벌 지향성
에 대한 효과’, ‘공격성에 대한 효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정관념에 대한 효과
고정관념에 대한 효과는 자기이론 측면에서의 효과에서 이미 살펴봤지
만, 타인이론 측면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인이론 측면에서의 고정관념에 대한 효과는 인식의 주체
가 어떻게 사회적 고정관념의 위협아래 있는 대상의 행동을 해석하고 설
명하는가를 중심으로 달라진다(Molden & Dweck, 200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인식
과정에서 특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상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에게 특정한 능력 및 특질이 속해 있다는 믿음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에게 더 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weck과 동료들은 고정
마인드셋과 사회적 고정관념의 형성 및 타인에 대한 적용의 관계를 입증
하였다(Levy, Stroessner, & Dweck, 1998). 이들은 인종, 민족, 종교적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을 통제한 후에 반응을 살펴보았다. 고정 마인드셋
을 지닌 학생들은 새로운 집단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할 때,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질을 더 빠르게 발전시켰다. 또한 다른 캠퍼스 학생에 의해 수
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긍정 혹은 부정적 행동에 대해 보편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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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꼬리표를 적용하여 기술하였으며, 더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고정 마인드셋은 고정관념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Dweck과 동료들은 마인드셋에 따라
인지된 정보에 대해 차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하였다(Plaks,
Stroessner, Dweck, & Sherman, 2001). 이들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반하는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았다. 이는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의해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질이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는 신념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정보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타인에 대한 고
정관념을 형성하거나, 자신의 고정관념을 타인에게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인
지부하가 있을 때 자신의 최초의 판단을 교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Molden, Park, & Dweck, 2006). 이는 도덕 고정 마인드셋이 발달할수
록 도덕적으로 폐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처벌 지향성에 대한 효과
도덕 고정 마인드셋은 행위로부터 도덕적 특질을 유추하게 하고, 타인
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유도하며, 이러한 특질이 행위
자를 항상 설명할 수 있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특질추론에 반대되는 정보에 접할 때,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수
정할 가능성이 더 적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덕 고정 마인드셋은 타인에
대한 더 엄격한 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다.
Erdley와 Dweck(1993)에 따르면, 타인의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 타인의 성격이 유연하다고 믿는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행위
에 대해 더 일반화되고 포괄적인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그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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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공감하고 더 많은 처벌을 권했다. 이들은 실험대상자들에게 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에 대한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관찰하도록 했다. Erdley와 Dweck의 연구의도는 마인드
셋에 따라 새로 전학 온 학생의 부정적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이 전학 온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추가된 경우에서
조차 부정적인 특질과 관련된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반면,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해당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
은 전학 온 학생이 몇 주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
라고 예측한 반면,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도덕 고정 마인드셋의 효과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특질과 관련된 평가를 내리고 변화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도, ‘공감’과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구에
서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슬라이드 쇼에 나타난 학생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는 덜 한 반면, 처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또한 해당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막기 위해 ‘나쁜’ 사람으로
꼬리표(labeling) 붙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슬라이드 쇼에 나타난 학생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였으
며,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평가
하였다. 또한 이 외에 다른 연구에서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
은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해 처벌보다 교육, 개입, 재활, 훈련과 같은 변
화 가능성을 전제한 조치를 취하기를 선호하였다(Chiu & Dweck, 1994;
Dweck, Chiu, & Hong, 1995).
이상의 결과들은 도덕 고정 마인드셋으로 인한 특질추론이 부적절한 행
위자에 대한 처벌을 지향하게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도덕교육의
목표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도덕과 교사는 학습자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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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지향하는 추론 구조를 형성하기보다 교육적
노력을 통한 개선과 변화 가능성을 지향하는 추론 구조를 형성하도록 도
울 필요가 있다. 만약 학습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도덕 고정 마인드셋
을 발달시킴으로써 처벌 지향성을 갖게 된다면, 도덕과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 공격성에 대한 효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타인이론 측면에서의 도덕교육적 효과는 공격성이
다. 공격성과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연구는 ‘적대적 의도 귀인(hostile
intent attribution)’에 관한 연구다. 적대적 귀인 편향은 자신을 향한 타
인의 부정적인 행동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행동을 의도적이며
적대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Dodge,

2006).

이와 관련하여,

Dweck과 동료들은 적대적 의도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마인드셋이
적대적 스키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총 3가지의 연구를 수행하
였다(Yeager, Miu, Power, & Dweck, 2013).
첫 번째 연구에서 Dweck과 동료들은 13-16세의 청소년들의 성격 특질
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이 더 큰 적대적 귀인 편향을 예측한다는 점을 밝
혔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마인드셋을 실험적 처치에 의해
변화시킨 뒤에 성장 마인드셋이 적대적 의도 귀인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타인의 성격 특질의 불변성에 대한 신념이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세 번째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내
용을 가르침으로써 8개월 후에 실험대상의 적대적 귀인 및 보복을 향한
욕구를 감소시켰는데, 이는 마인드셋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
단적 영향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Dweck과 동료들은 위 연구결과를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미국과
핀란드 학생을 대상으로 가설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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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고정 마인드셋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따돌림의 피해
자가 됐을 경우에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성장 마인드셋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인 해결책, 예를 들면
가해자를 교육하거나 그들에게 행동의 결과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대응
하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Yeager, Trzesniewski, Tirri,
Nokelainen, & Dweck, 2011).
그러나 이 연구는 종단적 변화를 추적하거나 다른 개입 방법의 효과와
비교하진 않았다. Dweck과 동료들은 이를 발전시켜 대처 기술(coping
skills)을 가르치는 비슷한 유형의 공격성 감소 개입과 성장 마인드셋 개
입을 비교함으로써, 1개월 및 3개월 후에 행동을 평가하였다(Yeager,
Trzesniewski, & Dweck, 2013). 이들은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을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의 세션을 임의로 할당하였다. 한 집단은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한 메
시지를 받는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통제집단 중 하나는 사회정서
적(social emotional) 대처기술에 관한 수업을 이수하였다.
연구결과는 성장 마인드셋을 학습하는 것이 사회정서적 대처기술 개입
을 실행하는 것과 아무 개입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1달 후에 공격
적 보복을 40%까지 감소시키며, 같은 사건에 대해 친사회적 행위를
30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이는 청소년 연령 집단
에서 사회정서적 대처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타인의 도덕적 특질에 관
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경제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
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아마도 성장 마인드셋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수
준을 넘어서서 학습자의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일 것이
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타인에 대한 도덕 고정 마인드셋은
상대방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공격적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보복
을 지향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학생들조차도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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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이 고정되어 있다는 신념을 발달시켰을 경우에, 그들에게 피해를 준
또래를 향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보복을 욕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Yeager, Trzesniewski, Tirri, Nokelainen, & Dweck, 2011).
따라서 도덕과 교사는 도덕적 특질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침으로
써 학생들의 잠재적인 공격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과 교사
는 학생들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을 도움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자
신과 타인에 대한 보다 관용적인 시선을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성장 마인드셋 교육은 장기적으로 사회정서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
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따른 도
덕교육적 효과를 자아이론 측면과 타인이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인
드셋 유형의 차이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특질 추론의 구조를 다
른 방식으로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인 반응을 야기
할 수 있다. Dweck과 동료들이 밝힌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인 반응들은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도덕과 형성평가로 인한 교육적 결과
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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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적용 방안

제 1 절 적용 방향 설정
1. 도덕과 평가와 교수학습간의 연계성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밀접
한 관련성 및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적용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성장 마인드셋은 평가결과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는 형성평가 개념과 상당한 연관성
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의 궁극적 목표로서 학습 및 동기와
비공식적 피드백 방법으로서 칭찬을 위한 풍부한 이론적, 경험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은 도덕과 평가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었으며, 도덕과의 평가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이었
다. 뿐만 아니라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따른 효과들은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평가결과의
활용 및 영향 측면을 제대로 다뤄오지 않은 도덕과 평가의 특징 및 한계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의 개선을 위한 타당한 적용 방안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
기 위한 적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함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무
엇인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명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적용 방향
은 도덕과 평가와 교수학습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형성평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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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기원적, 그리고 문자적 의미는 평가가 수업을 형성(form)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Wiliam, 2011: 40). 평가가 수업을 형성한다는 인
식은 평가를 수업 외 부가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평가를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적
행위로 간주하는 대안적 관점에서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형성평가는 평가와 수업의 통합 및 연계를 핵심으로 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중 하나로서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
셋이 평가의 개념을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장하는 형성평가
개념에 의해 도덕과 평가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적용은 도덕과 평가와 교
수학습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과의 교육목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교육내용, 교육방법들을 고려
하여 적절한 적용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에
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공식적 피드백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
덕과 평가와 도덕과 교수학습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이다.
2. 도덕과 평가에 의한 긍정적 결과
도덕과 형성평가에 성장 마인드셋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적용 방향은 도덕과 평가에 의한 긍정적 결과다. McMillan(2014)에 따르
면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평가의 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평가도구가 얼마나 정밀한 통계적 수식에 의해 개발되었
는지, 평가내용이 교육목표 및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넘어서 평가
가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만드는지, 평가결과가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했을 때 질 높은 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도덕과의 평가결과가 도덕 성장 혹은 고
정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도덕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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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그로
인한 도덕교육적 효과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 제4절에서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역량’, ‘대인관계 역
량’, ‘부정행위’, ‘고정관념 형성’, ‘처벌 지향성’, ‘공격성’에 주요한 심리적
변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만약 교사가 도덕과 형성평가 과정에
서 도덕과의 평가결과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도덕과 평가의 결과가 평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습자의 자
기조절력의 약화, 대인관계 역량의 약화, 부정행위, 고정관념의 심화, 타
인에 대한 처벌 및 보복지향, 공격성 심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질 높은 평가를 위한 조건과 본 연구의 기초 아이디어를 고려
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덕과 평가에 의한 긍정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성장 마인드
셋의 적용을 통해 도덕과 평가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발달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상횡에서의 대처
능력의 향상,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기조절적 대응 방
식의 향상, 타인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친사회적인 행위로 귀결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도덕과 평가의 공정성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할 때, 도덕과 평가의 공정성
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McMillan(2014)에 의하면 교실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도구 및 채점은
인종, 성별, 민족적 배경, 장애조건을 포함한 평가 외의 요소에 의해 영
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교실평가에서의 공정성의
핵심요소로 ‘학습목표와 평가에 대한 학습의 지식’, ‘학습기회’,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의 제거’, ‘평가도구 및 절차의 편파 제거’,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배려’를 뽑고 있다(McMillan, 2014; 손원숙 외 역, 201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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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 적용과 관련있는 핵심요소는 ‘학생에 대한 고
정관념의 제거’다. 제3장 제4절에서 도덕 고정 마인드셋의 발달은 특질
중심적인 추론 구조를 형성하며,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 대
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더욱 강화하는 반면, 도덕 성장 마인드셋의 발
달은 상황 중심적인 추론 구조를 형성하며,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속한 구
성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정보에 더욱 민감하고 수용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즉 만약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형성하고 있다면, 학습자의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학습자에 대한 증거수집
과정 및 결과해석 과정에서 도덕과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귀
결되기 쉽다. 특히 교사가 비공식적 형성평가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 학
습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고정관념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은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도덕
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학습자에 대한
도덕 성장 마인드셋을 형성한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
를 해석할 때,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행동을 근거로 학습자의 도덕성 및
인성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학습자의 도덕적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다.
교사의 이러한 신념은 ‘관찰자 편향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정한
형태의 형성평가 과정에서 평가 외의 요소가 개입하는 통로를 제거함으
로써 도덕과 평가의 공정성을 지향하게 할 수 있다.
4.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적용방향은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이다. 적용
방향으로서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실제 교실 장면에
서 활용 가능한 적용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새롭게 재조명된 형
성평가는 비공식적 피드백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비공식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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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활용한 방법들이 평가와 교수학습의 통합의 관점에서 더욱 적절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실평가 장면에서 교사들은 비공식적
피드백만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McMillan(2003; McMillan & Workman, 1999; McMillan, 2014에서 재인
용)이 2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수와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가치’와 ‘고부담 검사의 외
적 압력’과 같은 2가지 영향요인이 교실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실제 교실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
습을 위한 평가로서 형성평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을 위한 평가에 더 적합할지라도, 비공식적 형성평가만을 고려한
적용 방안은 실용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형성평가는
기능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제2장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으로서의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의 평가도 형성평가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기능으로서
정의된 형성평가는 총괄평가의 형성적 활용을 형성평가의 개념 안에 포
괄하고 있다. 이는 규준참조평가 산출방식이나 준거참조평가 산출방식
같은 총괄적 평가에 적합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형성평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교실장면에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요
인, 즉 ‘교수와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가치’와 ‘고부담 검사의 외적
압력’을 모두 고려한 적용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도덕과 형성평가의 평가결과 산출방식 및 평가결과 제공방식은 후자
의 요인을 고려한 적용 방안과 관련되어 있으며, 칭찬 피드백은 전자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 절 적용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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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존재한다. 그 중 첫 번째는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도덕과 평가
는 도덕과 교육과정 안에 도덕과 평가 체계를 정합적으로 안착시키는 문
제와 다양한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문제에 치중해왔다. 이러한 점들은 도
덕과 평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지만, 다소 형식적인 측
면에 집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평가를 형성평가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도덕과 평가에서 접근해온 방식과 질적
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교육혁신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과정중심평가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도덕과 평가에서 접근해온 방
식은 도덕과 교수학습이 목표 및 내용과 평가의 내용 및 방법을 일치시
키는 것이다. 이는 교수와 평가를 연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지만, 형식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과 평가와 교수
학습의 연계는 평가 내용 및 방법 측면을 넘어서, 도덕과의 평가결과를
피드백하는 방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형성평가
는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연계는 단순한 형식상의 일치를 넘어서서 학습과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향상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성평가 관련 연구들은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잠재적 혹은 명시적
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과정중심평가를 도덕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도덕과 평가를 도덕과
교수학습의 일부로서 혹은 도구로서 간주한다는 것은 도덕과 평가가 학
습자의 도덕성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과 평가 연구 영역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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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
의 평가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은 평가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으로서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며, 이러한 도덕과 형성평가에 의해 발달
된 학습자의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은 도덕교육적으로 긍정적 혹
은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도덕과 형성평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면, 도덕과 평가와 교수학습간의 연계성, 도덕과 평가의
긍정적 결과, 도덕과 평가의 공정성,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을 확보함으로
써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성장 마인드셋의 발
달 요인을 고려한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은 기존의 도덕과 평가에서 다루
지 못한 평가결과의 활용 및 해석 측면, 평가관 및 평가결과의 도덕성
및 인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핵심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과 평가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도덕과 평가의 결과타당도 향상
도덕과 형성평가에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도덕과 평가의
결과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타당도란 평가결
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대한 추론, 평가로 인한 결과의 적절성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 자체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평가결과의 활용이나, 이에 대한 추론의 타당성을 말한다. 즉 타
당도는 ‘검사의 타당도’보단 ‘검사결과의 해석, 추론 및 활용의 타당도’라
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McMillan, 2014). 일반적으로 타당
도는 내용 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인타당도에 의하여 검증되어 왔는데,
내용타당도는 검사 내용이 검사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고 있는지와 관
련된 타당도를 말하고, 준거타당도는 검사점수를 외적 변수에 비추어 검
증하는 것을 말하며, 구인 타당도는 규명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을 정
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타당도를 말한다(성태제, 200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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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가 교사, 학생을 포함한 가정,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성태제,

2003:

92).

이에

AERA(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CME(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1999)에서는 평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하
고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consequence of testing)’
로서 결과타당도(consequential validity)를 새로운 타당도의 개념 안에
포함시켰다. 즉 결과타당도에 대한 주목은 전통적인 타당도 개념이 포함
하지 못했던 평가의 결과적 영향까지를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준거
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cMillan(2014; 손원숙 외 역, 2015: 95)은 결과타당도를 교실평가의 타
당도를 검증하는 중요한 준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음
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가는 학생들이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것인
가? 학생의 책임감과 끈기를 향상시킬 것인가? 학생들은 실수, 오류 및
장애물을 학습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피하지 않고 포용할 것인
가? 평가는 자신의 학습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데 영
향을 줄 것인가? 평가 방식에 따라서 교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
가?

또한 평가의 결과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실제적 결과
와 잠재적 결과’,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나(Shepard, 1997), ‘의도된
효과와 의도되지 않은 효과(effects)’로 범주화 될 수 있다(McMillan,
2014). 이는 결과타당도에서 다루는 ‘결과’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결과타당도란 평가의 총체적 결
과를 본래의 평가 목적에 비추었을 때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어떠한 평가 결과, 즉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었는
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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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 국가에 미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는 무엇인
지, 실제적 영향과 결과 그리고 잠재적 영향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검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성태제, 2003: 94).
도덕과 평가 연구 영역에서 결과타당도에 관한 논의는 정창우와 손경원
(2012)의 연구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도덕과 수
행평가의 실행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결과타당
도를 타당화 준거로 설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100명의 전국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사를 대상으로부터 확보한 92명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검사도구의 요인구조에서 결과타당도에 관한 문항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요인

타당화

구조

준거

문항 내용
J1. 도덕과 수행평가 시행이 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함
양에 기여한다.
J2. 도덕과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 및 문제해

교육개
요인3

선

결 과

활용도

결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및
J3. 도덕과 수행평가 과제가 도덕과 공부를 위한 학업동기
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타 당

J5. 도덕과 수행평가 과제가 교사 개인의 교직 효능감에 긍

도

정적 영향을 준다.
교수학
습과의
연계성

C1. 도덕과 수행평가 과제가 교수학습활동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표 4-1] 도덕과 수행평가 실행 진단 검사도구의 결과타당도
요인(정창우, 손경원, 2012: 124)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도덕과 평가가 도덕성 발달, 인격함양,
도덕과 공부를 위한 학업동기, 교사의 교직 효능감 등 학습자의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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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과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도덕과 평가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덕과 형성평가에 의한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이 도덕
과 평가의 결과타당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다. 제3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덕 성장 혹은 고
정 마인드셋은 학습자의 도덕과 학습 동기,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며,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의
발달은 도덕과 형성평가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즉 도덕과 형성평가의
결과가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할 경우, 해당 평가의 결과타당
도는 낮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도덕과 형성평가의 결과가 도덕 성장 마
인드셋 발달을 촉진할 경우, 해당 평가의 결과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은 도덕과 평가의 결과타당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주로 도덕과 평가의 의도되지 않은 효과나 잠재적인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결과타당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도덕과 평가에서 결과타당도를 고려하면, 평가목표 설정, 평가방법 선정,
증거수집 과정, 결과해석,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포함하는 형성평가의 절
차에서 평가 대상에 대해 배려할 점이 많아질 수 있으며(성태제, 1999).
도덕과 평가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성태제, 2003)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도덕과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도덕과 교사의 평가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의 평가전문
성은 “학생의 학습과 성취에 관한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남명호 외, 2006: 10).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평가계획 수립부터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피드백까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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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교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지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학습자에
게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평
가의 타당도는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전
문성은 평가의 내용 타당도와 결과 타당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도 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좋은 도덕과 평가를 위해 도덕과 교사의 평
가전문성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 연구자들은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준은 교사가 교실평가의 평가주체로서 마
땅히 지녀야 할 역량과 수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제시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하는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준을 살펴보고,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
드셋 개념의 적용이 어떤 평가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Brookhart(2011)는 가장 많이 참고 되는 평가전문성 기준 중 하
나인 『Standards for Teacher Competence in Educational Assesment
of Students』(AERA, APA, NCME, 1990)에 형성평가, 고부담 검사 및
기준참조 교육과 같은 최근의 이슈를 반영하여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준
1.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영역의 학습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교사는 분명한 학습의도(교육과정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내용과

2.

사고 깊이와 일치되는)를 달성가능하며, 평가 가능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

4.
5.

교사는 학생과 성취도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평가 방법의 목적 및 용도를 이해하고, 또한 이들을 숙련
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사고기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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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질문, 검사 문항 및 수행평가 도구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6.

교사는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효율적이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는 교실평가의 성취도를 학생, 교실, 학교 및 지역수준의 의사결정

7.

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양화시키기 위한 채점기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학생의 학습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8.

교사는 외부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학생, 학급, 학교 및 지역수준에서
해당 평가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본인이 관계하는 교육적 집단(학생, 학생 가족, 학급, 학교공동

9.

체)에게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교육적 의사결정
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10.
11.

교사는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평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올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해
야 한다.

[표 4-2] Brookhart(2011)의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준(McMillan, 2014; 손
원숙 외 역, 2015: 48에서 재인용. 재구성)
위 표에서 3번, 6번, 9번 기준은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이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대로, 도덕과 평가의 결과가 학습자의 도
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교사는 학
생과 성취도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긍정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관심이 많은 도덕과 교사는
학생의 성취도를 통해 파악되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생의 노력과 과정에 대해 칭찬 혹은 비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학생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칭찬
및 비판은 자신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이 노력이 부여된 과정을 거쳐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발달시킴으로써 학생의 동기 및 도덕적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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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또한 도덕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이해하는 도덕과 교사
는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적 집단에게 평가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긍정적인 전략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주요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은 평가결과를 분석 및
해석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육 관
련 이해관계당사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남명호 외, 2006: 16). 이때
성장 마인드셋 중심적인 평가관을 지닌 도덕과 교사는 평가결과가 학습
자의 도덕적 및 인성적인 영구적 측정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 상태를 나타낼 뿐이라는 점과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전문성 기준은 국내 도덕과 평가 연구물에서도 확인된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 연
구(Ⅲ)」(남명호 외, 2006)에서는 교사의 학생평가 기준으로 ‘평가방법의
선정’,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실시, 채점, 성적부여’, ‘평가결과의 분석,
해석, 활용. 의사소통’, ‘평가의 윤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명호 외(2006)
가 제시한 평가전문성 기준 중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을 통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가전문성에 해당하는 기준은 ‘평가결과의 분석, 해
석, 활용, 의사소통’이다. 이에 관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 평가결과의 분석, 해석, 활용, 의사소통
4-1. 교사는 평가 결과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분석 및 해석해야 한다.
30.
31.
32.
33.

기초적인 통계 개념 및 문항분석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양적 평가 결과에 대한 각종 기초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그 의미를 해
석할 수 있다.
질적 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방법에 따라 동일한 학생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 결과가 제공될
때 그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다.

34.

평가의 내용과 측정 오차를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35.

표준화 검사의 여러 가지 점수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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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성취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4-2. 교사는 평가 결과를 수업 및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의사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37.
38.
39.
40.
41.
42.

양적 평가 결과와 질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고 교육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형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돕고 수업활동을 개
선할 수 있다.
총합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 계
획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동기의 촉진 및 학습기회 제공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평가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표준화 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과 수준을점검할 수 있다.

4-3. 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련자와 평가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소
통해야 한다.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의 오차를 고려하여 점수를 해석하고 설명
43.
할 수 있다.
규준(norm)이나 준거(criteria)에 근거하여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
44.
하고 설명할 수 있다.
45.
46.
47.
48.

학생 개개인의 배경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학생 개인수준에서는 물론 집단수준(학급, 학교, 교육청,
국가 수준)에서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강ㆍ약점을 설명하고 학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목적, 평가결과 및
그 해석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표 4-3] 평가결과 관련 국내 평가전문성 세부 기준(남명호 외, 2006:
16-17)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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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문성 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특히 39, 41, 44, 45, 47, 48에 제시된 평가전문성 기준은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의 적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형성평가를 기능으로 정의함으로써 총괄평가의 형성적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37, 40, 42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도덕과 형성평가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의 적용은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교사의 평가전문성 기
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덕과 교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국내외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한 교사의 평
가전문성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도덕과 교사는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
인드셋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평가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제공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및 평가계획을 세우고, 칭찬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실천함으로써 평가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고려한 적용 방안
1. 교사의 평가관에의 적용 방안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평가관은 형성평가의 각 절
차에 내려지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업을 다른 방
식으로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McMillan, 2014; Wiliam, 2011).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수업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경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은 평가결과 산출방식과
평가결과 제공방식을 결정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공식적
피드백의 유형과 성격을 결정함으로써 학습자의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
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그 자체로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사
가 평가 대상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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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교수적 행위를 위한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덕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도덕과 교사는 학습자의 언행으로부터 고정불
변하는 도덕적 특질을 추론함으로써, 학습자의 도덕적 언행의 원인을 타
고난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즉 생물학적 원인이나 양육환경에 기인시
킬 수 있다. 만약 교사가 이와 같은 방식의 귀인을 사용한다면, 높은 도
덕과 학업성취 및 도덕적 수행능력을 보이는 학생은 원래 도덕적인 학생
으로, 낮은 도덕과 학업성취 및 도덕적 수행능력을 보이는 학생은 원래
도덕적이기 힘든 학생으로 간주하기 쉽다. 평가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곤란이나 문제 행동에 직면했을 때,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이러한 교사는 현재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습자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발달시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는 학습자의 도
덕적 성장을 위한 교육가능성을 보다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는 학습자의 언행에 적대적 의도가 있다
고 해석하거나,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속한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
하는 등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사가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학습자의 교육가능성을 쉽게 포기하
지 않는 등 도덕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을 교사의 평가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사의 평가관이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을 발달시키고 도덕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 설정
도덕과 교사가 학습자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을 갖는다는 것은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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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도덕과 교사가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 중 하나는 부정형으로 제시된 원칙을 설정하는 것
이다. 즉 부정형으로 제시된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
여 도덕과 교사가 어떤 평가관을 지양해야 하는지를 명료화 하는 것이
다.
부정형으로 제시된 원칙은 “~해야 한다.”보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형식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을 부정형
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도덕과 교사는 학습
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추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는 관점, 교수전략, 평가방식을 버려야
한다.
또한 실제 교실현장에서 도덕과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적인 언어사용 방식과 평가방식들은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
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과 교사는 별 다른 의식 없이 학
습자의 도덕적 특질을 칭찬 혹은 비판하거나 규준참조평가에 근거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점수와 백분율, 문자 등급 형태의 평가결과를 제공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평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심지어 좋은 의도일
지라도 이와 같은 방식들은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고정 마인드셋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관을 부정하는 방
식으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평가
원칙을 설정하고자 한다.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
첫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
으로 여기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양육환경을 근거로 평가
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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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문화적 기반을 근거로 평가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
다.
넷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특정 시점에서 표현된
학생의 사고, 정서, 언행을 근거로 평가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
지 말아야 한다.
[표 4-4]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 설정
첫째, 도덕과 교사는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타고난 것
으로 여기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원칙은 도덕
과 교사가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
질 경우에 더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덕과 교사는 사회
생물학적 관점에서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유전자 단위에서의 이기적
본성으로 환원하고, 학생의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언행을 유전자 복제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도덕과 교사가 이와 같은 사회생물
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
이 높다.
혹은 도덕과 교사는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유
전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 뉴런들의 연결 패턴으로 환원하고, 학
생의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언행을 뉴런들의 고정된 연결 패턴의 활성화
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도덕과 교사가 이와 같은 신경과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학생의 뛰어난 혹은 부족한 도덕적 언행을 교육을 통해 바
꿀 수 없는 임상의학적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 신념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실제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들
이면서 동시에 도덕교육적으로 풍부한 함의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점들이 적어도 교육적인
장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끼친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양육환경을 근거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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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원칙은 도덕과 교사가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은 발달 초기의 부모의 양육 방식 및 양육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질 경우에 더욱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이러한 도덕과 교사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학생
이 한 부모 가정에 있거나 부모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언행의 원인을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발달의 초기 결정요인으로서 양육
환경에 돌림으로써 해당 학생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교육
적 행위가 무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양
육환경을 근거로 손쉽게 평가하거나, 양육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행위에 소극적이거나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평가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다. 도덕과 교사가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
행을 경험한 경우에, 해당 학부모의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의 원인을 양
육환경에 돌림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에 소극적일 수 있
다. 또한 이 외에도 부모의 경제력, 직업,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
를 근거로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평가하거나 변화가능성을 차
단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문화적 기반을 근거로 평가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원칙은 도덕과 교사가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의 수준, 혹은 어떤 유형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보편적
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질 경우에 더욱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덕과 교사는 비합리적인 근거로
형성된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평가
하거나, 해당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에 속해 있는 학생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노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특정 시점에서 표현된 학
생의 사고, 정서, 언행을 근거로 평가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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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넷째 원칙은 도덕과 교사가 학생의 언행으로부터 학습자 내
면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경우
에 더욱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Dweck과 동료들의 연구결과를 참고
했을 때,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는 특정 시점의 학생의 언행으
로부터 도덕적 특질을 포괄적으로 추론하는 인지구조를 형성하고(Erdley
& Dweck, 1993; Heyman & Dweck, 1998), 단순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특정 행위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쉽게 판단하게 하며(Dweck,
Hong, & Chiu, 1993), 행위를 행위자의 도덕적 특질의 지표로 해석하게
한다(Chiu, Hong, & Dweck, 1997; Heyman & Dweck, 1998). 예를 들
면, 몇 차례 불성실한 행동을 보인 학생에 대해 ‘불성실한 학생’이란 평
가를 내린다거나, 몇 차례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인 학생에 대해
‘이기적인 학생’이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문서화된 공식적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주관적
평가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학생의 도덕적 특질,
즉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관찰을 통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도덕과 교사는 관찰자 편향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학생에게 공식적
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들
은 도덕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도덕과 교사가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할 가능성, 더 나아가 도덕적 이상을
지향할 가능성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부정형으로 제시된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위한 원칙
을 제시함으로써 도덕과 교사가 도덕 고정 마인드셋에 부합하는 교육적
행위를 지양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원칙을 설정
함으로써 도덕과 교사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온 관점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관점을 채택하기 위한 진입점을 형성할 수 있
다.
2)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기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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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많은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학교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기술된 내용들을 자신의 교육관
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가관 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영역 별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
시하고 있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영역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
고,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 특히 과정 중심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포함되었다(교육
부, 2015b: ‘일러두기’). 따라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은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도덕과 평가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습득하고, 그러한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평가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도덕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도덕과 교사의 성장지향적인 평가관 형성
에 기여할 수 있다.

[중학교

도덕]

(1)자신과의 관계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평가 방법


성찰적 글쓰기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수업 과정에서 모둠 및 전체 활동
을 통해 주어진 사례에서 필요한 도덕 규범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규범이
갖는 도덕적 의미와 근거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와 성찰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탐구와 성찰을 바탕으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성
찰적 글쓰기를 통해 평가한다.

② 유의 사항


교사는 단순한 도덕 규범의 나열이 아닌 수업 과정에서 탐구된 내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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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여 자기 성찰과 자기 결단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덕적 의미와 맥
락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내용을 학습자 개개인의 도
덕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표 4-5] 중학교 도덕의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기술된 평가 방법 및 유
의사항(교육부, 2015b: 18-19)
위 표는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덕]의 ‘(1)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기술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교육과정에 기술된 평가 유의사항은 평가결과가 학습자
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
선할 수 있다.

[중학교

도덕]

(1)자신과의 관계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평가 방법


성찰적 글쓰기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수업 과정에서 모둠 및 전체 활동
을 통해 주어진 사례에서 필요한 도덕 규범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규범이
갖는 도덕적 의미와 근거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와 성찰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탐구와 성찰을 바탕으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성
찰적 글쓰기를 통해 평가한다.

② 유의 사항


교사는 단순한 도덕 규범의 나열이 아닌 수업 과정에서 탐구된 내용을 바
탕으로 하여 자기 성찰과 자기 결단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덕적 의미와 맥
락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내용을 학습자 개개인의 도
덕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나 어린 시절
에 결정됐다고 여기는지 평가하여, 학생들이 노력과 교육을 통해 도덕적
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사는 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해당 학생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에 대한 고정된 지표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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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학교 도덕의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기술된 평가 방법 및 유
의사항 개선 방안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성장 마인드셋
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예비교
사 및 현직교사들이 성장지향적인 평가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기술은 각 영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의 적용 방안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의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학
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을 촉진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규준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선다형, 진위형
등과

같은

객관식

평가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와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바
탕으로 산출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평가결과는 ‘평균주의’를
가르치거나 ‘본질주의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으며(Rose, 2015). 심층적인
학습 자체 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다루게 만듦으로써 학습이
아니라 시험 자체에 대해 공부하게 만들고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희생해
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
(Haimovitz & Dweck, 2017: 1856). 이런 맥락에서 규준참조평가에 의해
산출된 도덕과의 평가결과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저해
하는 교수학습을 형성하게 만들고, 학습자에게 도덕 고정 마인드셋과 관
련된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살펴보았다.
이와 반대로,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준거참조평가’와 ‘성장참조평가’라는 점 또한 살펴보았다. 준
거참조평가에 의해 산출된 평가결과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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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 관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숙달
목표와 성장 마인드셋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Dweck & Elliott,
1983; Dweck & Leggett, 1988; Elliot & Dweck, 1988), 준거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규준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산출 방식
이 야기할 수 있는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위협을 방지하고,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위한 진입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장참조평가에 의해 산출된 평가결과는 자기 자신의 과거 성취
수준과 현재 성취수준를 비교하여 ‘성장한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성
장 마인드셋 개념과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함축한다. 예를 들면, 수행능
력 자체를 보상하기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을 보상하는 평가구
조는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성
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O’Rourke et al., 2014: 3347). 이는
그 자체로 성장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산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
지만, “성장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이 모든 학생의 학습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Dweck, 2015: 242)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도덕과의 평가결과 산출방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가장 이상적인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성장참조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참조평
가는 교육적으로 가장 타당하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많은 제한점
을 갖고 있다. 우선, 성장참조평가는 성취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를
요구한다. 성장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학기 초의 성취수준과 학기 말
의 성취수준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과 평가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을 측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성취수준에 대한 엄밀한 양
적 측정치를 갖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성장참조평가는 학기 초의 성취수준과 학기 말의 성취수준이 동일
한 평가준거, 평가유형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평가준거, 평가유형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 197 -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과 평가는 수행평가와 같은 질적 평가의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특징
이 있다. 따라서 동일선 상에서 평가결과를 비교할 때 타당성도에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학기 별 비교가 아니라 학년 별 비교로 확장됐
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장참조평가는 이와 같은 심리측정학적 문제 외에도 평가 공정성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성장참조평가는 학기 초의 성적에
비해 학기 말의 성적이 향상된 정도를 평가의 준거로 삼기 때문에, 학기
초에 낮은 성적을 받았다가 학기 말에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학기 초
와 학기 말에 모두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게 된
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훌륭한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에 의해 평가 공정
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원래 훌륭한 수행능력을 보인 학생들
의 동기 또한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장참조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현재로서 교육현장
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가장 적
합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장참조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
인 방안은 준거참조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준거참조평가는 학생들의 수행목표 지향이 아니라 숙
달목표 지향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타인
앞에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따라서 준거참조
평가는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결과 산출방식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단위 수준에서
준거참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초등학교 수준으
로 내려갈수록 더욱 강하다. 즉 도덕과 평가는 이미 준거참조평가에 근
거한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거참조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도덕 고정 마인
드셋 발달을 촉진하는 잠재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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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하는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거참조평가에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은 도덕과 교사가 준거참조적 평가결과를 ‘규준참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도덕과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의 비교를 준거로
산출된 평가결과를 의미를 오해하거나, 학습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학습자간의 성취도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준거참조평가에 규준참조적 메시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도입된 교
육정책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용 방식
은 학생들이 평가결과의 의미를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수용하는 것이 아
니라 동료들과 비교하여 수용하게 만들고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
진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사는 준거참조평가에 의해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것만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준거참조평가에 의해 산출된 평가
결과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교사는 성
적이 타인과 비교 가능한 자신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했을 때의 ‘현재 수준’이라는 점
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록 제한적이지만, 과거의 성취수준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
고 다음 성취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든
지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3. 평가결과 제공방식에의 적용
제3장 제3절에서 평가결과 제공방식이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살펴보았다. 미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도덕
과의 평가결과 제공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는 제공된 피드백이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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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가에 의해서 발생한다. 평가결과 제공방식
에는

‘문자

등급’,

‘정답률’,

‘루브릭/점검표’,

‘기준

기반

등급

(standard-based grade)’, ‘서술형 기술)’, ‘도달 혹은 미달 성적(pass or
fail grading)’이 있다(Guskey & Bailey, 2001; McMillan, 2014). 이러한
제공방식들은 학생들에게 ‘성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표준화 시험의 형태로 치러지는 고부담 시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적은 ‘문자 등급’이나 ‘백분
율’로 제공된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성적은 ‘서술형 기술’에 비
해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Black과 Wiliam,
1998a; Elawar와 Corno; 1985). 성적이 학습자의 학습과 동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학습자의 양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성을
감소시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여 흥미를 약화시키며, 학습자
의 관심을 ‘과제 수준’이나 ‘자기조절 수준’이 아니라 ‘자아 수준’으로 이
끌기 때문이다(Butler & Nisan, 1986; Hattie & Timperley, 2007).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대로, 중요한 점은 성적의 형테로 제공되는 평
가결과가 규준참조적 메시지를 함축함으로써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드
셋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Dweck, 2015; Haimovitz & Dweck,
2017).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덕과 교사는 서
술형 기술을 사용하거나 ‘의견’의 형태로 평가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을 제3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도달 혹은 실패’로 제공되는 성적 또한
‘실패(fail)’보단 ‘아직’(yet)’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Haimovitz,

Kratzer,

Kenthirarajah, Walton, & Dweck, 2016; Haimovitz & Dweck, 2017:
1853에서 재인용).
이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 바를 토대로,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결과 제공 방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평가결과 제공방
식에의 적용 방안은 의견과 서술형 기술을 활용한 적용 방안과 문자 등
급을 활용한 적용 방안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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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및 서술형 기술을 활용한 적용방안
도덕과 교사는 성적과 점수의 형태로 제공되는 평가결과의 부정적 영향
을 인지하고, 보다 학습자의 성장, 노력,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내포할 수 있는 ‘의견’ 및 ‘서술형 기술’을 평가결과 제공방식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빈번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수행평가의 결과를 성적과 점수의 형태가 아니라 의견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도덕과 교사는 학습자의 수행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
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
단하고 적절한 비판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학습자의 수행결과나 도덕
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학습과정과 전략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
을 제공해야 한다. 즉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견 및
서술형 기술의 형태로 평가결과를 제공하되, 노력 및 전략과 같은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문자 등급을 활용한 적용 방안
문자 등급은 준거참조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평가결과 제공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도덕과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문자등급의 형식으
로 된 평과결과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문자등급이 항상 학습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자등급으로 제공된 평가결
과가 점수나 백분율로 제고된 평가결과보다 교육적으로 유익한 이유는
해당 평가결과가 ‘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자’에 점수나 백분율보다
학습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결과로
제공된 ‘문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평가결과로서
제공된 ‘문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교육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사는 매 수업시간에 형성평가를 수행 과정에서 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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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급에 해당하는 채점기준을 마련할 때 도덕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메시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하’나 ‘C’의 형태로 제공된 평가결과
의 의미가 학습자의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 수준을 ‘실패’를 의미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학습자가 ‘실패’로 해석하게 된다면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 ‘C’가
아니라 ‘아직(yet)’이란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
에 도움이 될 수 있다(Haimovitz, Kratzer, Kenthirarajah, Walton, &
Dweck, 2016; Haimovitz & Dweck, 2017: 1853에서 재인용). 또한 각 문
자 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규정하는 채점기준을 작성할 때, 비교육적이거
나 부정적인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김현수 외, 2016: 20), 학습자
가 도덕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된 메시지를 학습할 수 있는 언어 사용방
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칭찬 피드백에의 적용 방안
마지막으로 살펴볼 적용 방안은 칭찬 피드백에의 적용 방안이다. 제3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칭찬은 비공식적 형성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방
법 중 하나이면서(Lipnevich & Smith, 2008; McMillan, 2014), 동시에 성
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다. 따라서 교사는 비공식적 형성평가로서 칭
찬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제2장 제3절과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칭찬 피드백에의 적
용 방안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특질 혹은
사람과 관련된 피드백(trait- or person-related feedback)을 제공하지 않
는 것이다. 도덕과 교사가 어떤 의도에서 칭찬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학습
자의 도덕성, 인성, 도덕적 특질에 대해 칭찬한다면, 학습자는 이러한 칭
찬으로부터 자신의 수행에서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의 교사의 언어사용은 학습
자가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을 고정된 실체로 개념화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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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의 도덕과 학습 및 도덕적 수행을 위한 동기와
능력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고정관념의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Dweck과 동료들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목록과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목
록의 예시를 작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칭찬 피드백 적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사람 혹은 도덕성에 대한 칭찬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노력에 대한 칭찬
진하는 도덕적으로 성장

예시)

진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예시)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
는 게 대단해

진하는 항상 도덕적인 사람이야
진하는

자신이

피곤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힘
진하는 참 효녀야

드실까봐 항상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모습이 멋있
어

도덕적 특질에 대한 칭찬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칭찬
진하가

예시)

진하는 친절해

예시)

제시한

의견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도덕적 결과에 대한 칭찬

과정에 대한 칭찬
진하가 스스로 교실청소

예시)

진하가 스스로 교실청소를 했어. 정
말 대단해!

예시)

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
과 시간을 들여 줘서 정
말 고마워!

[표 4-7]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목록의 예시

- 203 -

위 표는 ‘진하’라는 가상의 학생을 상정하여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과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을 제시한 것이
다. 먼저, 도덕적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은 ‘사람 혹은 도덕
성에 대한 칭찬’, ‘도덕적 특질에 대한 칭찬’, ‘도덕적 결과에 대한 칭찬’
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사람 혹은 도덕성에 대한 칭찬’과 ‘도덕적 특질
에 대한 칭찬’은 내용면에서만 차이가 있고, 형식상에선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칭찬은 모두 총칭적인 언어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런 방식의 칭찬은 실제 교실장면에
서 무의식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칭찬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고정된 실체 개념으로서 도덕성 및 도덕적 특질에 대한 메시지를 함
축하고 있다.
‘도덕적 결과에 대한 칭찬’은 직접적으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
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행목표 지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과 학습
자의 동기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점에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
달과 관련된 칭찬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도덕적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은 ‘노력에 대한 칭찬’,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칭찬’, ‘과정에 대한 칭찬’으로 나눌 수 있다. 도덕
과 교사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칭찬은 학습자의 관심을 고정된
실체에서 변화하고 성장 가능한 자질로 이끎으로서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위 표에서 제시된 예시가 보여주고 있듯이,
노력, 문제해결 전략,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사람, 도덕성, 도덕적
특질에 대해 칭찬하는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피드백을 요구
한다. 이는 학습자의 노력과 문제해결 전략 과정이 특질에 비해 자세한
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칭찬 피드백 방
안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3가지 유형의 칭찬과 도덕 성장 마인
드셋 발달과 관련된 3가지 유형의 칭찬으로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용 방안은 공식적인 형성평가 과정이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육적 순간에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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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비공식적 형성평가 과정에 적합한 방안이다. 즉 칭찬 피드백에의
적용 방안은 동시에 교수학습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한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이 어떻게 도덕과 수업을 형성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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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성장은 교육의 가장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이다. 어떠한 훌륭한 교
육관, 효과적인 교육방법도 성장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의 개
념은 그 자체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만 성립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의 본질로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도덕과
수업에서 수행되는 평가에 의해 저해되거나 혹은 발달될 수 있는지를 중
심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학습자의 도덕 성장
혹은 고정 마인드셋의 발달이 교사의 평가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
과 제공방식, 칭찬 피드백에 함축되어 있는 명시적 혹은 잠재적 메시지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
고자 하는 평가자의 의도, 평가체계, 평가정책이 오히려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실에서 수행되는 평가에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도덕과 형성평가 방안을 Carol. S. Dweck(2006)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적용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이론적 기초 및 관
계를 살펴보았다.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이론적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개념은 형성평가의 개념
이 평가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는 점,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 모두 학
습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성장 마
인드셋이 형성평가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심리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깊은 관계가 있었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과 형성평가의 방법
은 비공식적 피드백의 형태로 제공되는 칭찬의 효율적인 방법에 관해 성
장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심리학 영역의 개념인 성장 마인
드셋과 교육평가 영역의 개념인 형성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
을 명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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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도덕과 형성평가를 위한 성장 마인드셋 적용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도덕과 평가에 관한 기술의 변
천과 도덕과 평가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도덕과 평가의 특징 및 한
계점을 도출하였다. 도덕과 평가의 기원은 제3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
술에서 확인되며, 이를 기점으로 국가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안착된
이후 현재 약 45년이 지났다. 약 45년의 기간 동안의 변천 속에서 도덕
과 평가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술과 도덕과 평가 관련 연구결과 측면에
서 양적, 질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도덕과 평가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도덕과 학업성취 평가를
넘어서 도덕성 평가의 지향’,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평가의 중시’, ‘다양
한 평가 방법의 활용’, ‘신뢰도보다 타당도 지향’, ‘도덕적 성장을 위한 평
가결과의 활용’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도덕과 평가의 특징들은 대부분 도덕과 평
가를 체계화하는 문제 혹은 도덕과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 이는 최근 많은 교육평가 연구자들이 평가결과의 해석, 활용 및 피드
백 측면의 중요성에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면서 형성평가 개념에 주목하
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도덕과 평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징 및 한계점은 도덕과 평가의 변천과
연구 동향을 근거로 하여 도덕과 평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과 이에 대
한 극복의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
에 근거해 있지 않으며 풍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 평가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도덕과 평
가는 총론 차원에서 요구되는 평가체제에 따르면서도, 도덕과 특성에 적
합한 평가관,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이 별도로 요구된다. 도덕과 평가는
지능에 관한 영역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과 평가와 달리 사회적 혹은 도
덕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형
성평가에의 적용 방안이 타당하려면, 이와 같은 도덕과 평가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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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의 적합성을 규명하
였다. Dweck은 성장 마인드셋의 영역 특수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지능
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 연구를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관한 성장 마인
드셋 연구로 확장하였다. 이처럼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관한 마인드
셋의 영역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Dweck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도덕과 평가의 개념적 전제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Dweck은 성격(personality)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을 성취상황
과 구분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함께 분류하기도 하지만,
성격과 도덕성(morality)을 구분된 특성으로 전제하고 별도의 연구를 수
행하였다. Dweck 연구의 이러한 특징은 인성의 가치중립적인 특성과 가
치지향적인 특성에 대한 구분이라는 점에서 현행 학교 인성교육에서 정
의하는 인성에 대한 접근방식과 일관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
영역에서 확장된 도덕적 인성, 도덕성 영역에서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에 개념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관 및 평가기준과의 적합성을
규명하였다. 명료한 논의를 위해 평가관을 ‘평가 개념에 대한 관점’, ‘평
가 대상에 대한 관점’,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
으며.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과의 평가관은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통합성’이라는 특징에 있어서 서로 양립 가능하였다. 또한 성장 마인드
셋과 도덕과의 평가기준의 적합성은 수행목표와 규준참조평가의 논리적
연관성과 숙달목표와 준거참조평가의 논리적 연관성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보된 성장 마인드셋과 도덕적 인성,
도덕성, 도덕과의 평가관, 평가기준과의 적합성은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
구의 문제의식은 도덕과 평가에 함축된 메시지가 학습자의 신념체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
셋 혹은 고정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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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
르면,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은 네 가지로 확인되
었다. 첫째, 교사의 평가관이다. 도덕과 교사의 평가관은 도덕과의 평가
결과 산출방식과 평가결과 제공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덕과 교사의 평
가관은 도덕과의 교수학습 과정을 형성함으로써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
달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평가결과 산출방식이다. 평가결과 산출방식
은 규준참조평가, 준거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로 나뉠 수 있다. 규준참조
적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자의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준거참조 및 성장참조적 평가결과 산출
방식은 학습자의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평가결과 제공방식이다. 어떤 평가결과 산출방식에 근거하든지 평가결과
는 학생들에게 특정 형태로 제공된다. 평가결과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은 평가결과 산출방식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피드백 기능을 수행
한다. 평가결과 제공방식에는 성적, 문자등급, 정답률, 루브릭, 서술형 기
술, 도달 혹은 실패 등이 있으며, 각 제공 방식이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
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 성적, 등급, 점수로 제공된 평가결과는 규준참
조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평가자의 의도와 관계없
이, 규준참조적 메시지가 함축된 평가결과에 의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
게 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하게 되고 동기가 약화된다. 또한 성
적과 점수의 형태로 제공된 평가결과는 학습자의 주의를 ‘과제’가 아니라
‘자아’에 집중시킴으로써 학습자의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달 혹은 실패’의 형태로 제공되는 평가결과에서 학습자들
은 ‘실패’라는 성적을 부여받을 경우에 고정 마인드셋을 학습할 수 있다.
반면 의견과 서술형으로 제공된 평가결과는 그 자체로 타인과 자신을 비
교하는 데 목적을 두는 수행목표를 자극하기보단 자신의 학습에 주목하
게 하는 숙달목표를 자극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덕과 평가결과가 점수나 성적의 형태로 제공되
는 것보다 의견 및 서술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도덕 성장 마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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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칭찬 피드백이다. Dweck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인이 사용하는 사람, 능력, 특질과 관련된 칭찬은
학습자의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과정, 노력, 전략과
관련된 칭찬은 학습자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 과정에서 비공식적 피드백의 한 형태로서 제공되는 칭찬이
학습자의 인성, 도덕성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 평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기여할 위험성이 있다.
넷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발달에 따른 도덕교육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Dweck은 도덕성 및 도덕적 인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조절 역량의 약화, 대인관계 역량의 약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 보복 및 처벌지향적 판단, 공격성과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효과들은 성장 마인
드셋 발달이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도덕과 형성평가의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을 토대로 성장 마인드셋의 도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을 제안
하였다. 먼저 성장 마인드셋을 도덕과 형성평가에 적용함에 있어서 지향
하는 바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명료화하
기 위해 적용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적용 방안은 도덕과
평가의 교수학습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형
성평가의 개념적 기원과 성장 마인드셋의 발달 요인으로서 비공식적 피
드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적용 방안
은 도덕과 평가에 의한 긍정적 결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평가의 잠재적 영향과 성장 마인드
셋 발달의 도덕교육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적용 방안은 도덕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안
되었다. 고정 마인드셋의 발달이 고정관념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교사의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적용 방안은 인종, 문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평가 이외
의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지양한다. 넷째, 본 연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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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안은 도덕과 평가의 실용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형성평가를 기능으로 정의하여 공식적 형성평가와 비공식적 형성
평가를 모두 포괄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2가
지 요인, 즉 ‘교수와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가치’와 ‘고부담 검사의
외적 압력’을 모두 고려하는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교실
단위 평가에 필요한 행정적,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용 방안이라는
점에서 실용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적용 방향을 지향하면서 성장 마인드셋 발달 요인을 고려한 도
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평가관에의 적용
방안으로, 성장지향적인 평가를 위한 원칙과 도덕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의 적용 방안으로, 준거참조평가의 ‘규준참조적 활용’을 경계
하고 준거참조평가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설명
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결과 제공방식에의 적
용 방안으로, 의견 및 서술형 기술을 활용한 적용 방안과 문자 등급을
활용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칭찬 피드백에의 적용 방안으로,
도덕 고정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과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과
관련된 칭찬 목록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성장 마인드셋의 도덕과 형성평
가 적용 방안들은 도덕과 평가의 질적 향상, 결과타당도 향상, 도덕과 교
사의 평가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적용하는 것의 이점 중 하나는 비용 면에
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적용하여 교실평가
에서 실천함에 있어서, 이 방안은 많은 노력과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현재 사용 중인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유지한 채로, 성장 마인
드셋과 관련된 메시지가 함축된 언어 혹은 평가결과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아무리 효과적인 학습이론일지라도 비용 상의 문제로 논
의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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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덕과 평가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인 측정학적 문제를 다
루고 있지 않다. 도덕과 평가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특징
으로 한다.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문제는 많은 교사, 연구자들에게 가
장 난해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다루지 않고 평가결과의 영향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덕과 형성평가가 도덕 성장 마인드셋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
험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장
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야 할 후속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교육학자들의 주
목을 받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도덕과 교육 영역, 그 중에서도
도덕과 평가 영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성장 마인드셋 관련 연구결과들은 학습자의 도덕적 성장을 촉
진하고자 하는 많은 교육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여러 형태의 교수
학습 및 평가 방식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도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으로 구체화하였다. 성장 마
인드셋 발달 요인을 고려한 도덕과 형성평가 적용 방안들은 많은 학습자
들이 자신과 타인의 도덕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며, 실
패와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갖는 확장성은 앞으로 더 많은 교육적, 사회
적 현상들을 설명해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이론적, 경
험적으로 더욱 타당한 관련 연구들이 확대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기 자
신과 타인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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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of
Growth Mindset to the
Formative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Donghyun Lee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growth mindset concept,
which is in the spotlight of teachers, parents, education policymaker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in many countries, to the assessment area
in moral education to promote the moral growth of learners. This
purpose is based on a critical mind that the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can potenti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moral and
character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evaluator's intentions.
Recently,

The

potential

impact

of

assessment

on

learners

is

emerging as a key topic of educational discourse by educational
assessment researchers who note alternative assessments.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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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formative

assessment as assessment for learning. As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of educational assessment, formative assessment refers to
assessment that performs a formative function that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learning and motivation by providing specific form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n assessment for learning in the
classroom.

Unlike

administrative

traditional

functions,

these

assessments
formative

that

focused

assessments

focus

on
on

perception of the fundamental impact of the assessment on the
affective domain of learner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evaluation.
In this regard, researchers have reached a broad consensus that the
use, interpretation and feedback of the assessment results are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ormative
assessment, based on studies supporting that the explicit or implicit
impact of the assessment depends on the use, interpretation and
feedback of the assessment results.
However, the field of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research shows
certain limitations in research related to the use, interpretation and
feedback of assessment results in moral education. While research on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it has focused on systematically settling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within the curriculum and developing diverse and
effective assessment methods. For this reason, the use, interpretation,
and feedback aspects of assessment results in the field of moral
education research were normatively addressed and were not extended
to studies on formative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This is a
threshold that needs to be addressed for the development of moral
and evaluation research, considering that man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ssessment are paying attention to formative

- 233 -

assessment as a new trend in educational assess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growth mindset’ by American psychologist Carol. S. Dweck(2006).
The concept of a growth mindset is beliefs in the changeability of
personal attributes, such as one's own intelligence, morality and
moral character. Dweck has demonstrated through various studies
that different beliefs in changeability of personal attributes are
psychological variables that cause personal differences i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s and explain various adaptive or maladaptive
behaviors. Dweck's findings on growth mindset development support
that belief in the changeability is influenced by explicit or implicit
messages embedded in the feedback provided by someone. This
means that messages related to growth mindset or fixed mindset
implied in feedback provided in moral education may affect the
learner's growth mindset development. In particular, Dweck notes that
fixed mindset about morality and moral character has a correlation or
causal relation with self-regulation in social situations, interpersonal
skills, stereotype, retaliation and punishment-oriented judgments, or
aggression, which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growth mindset is
significant for moral education.
Based on the conclusion obtained by analyzing the growth mindset
developmental factors of formative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this study sought to apply growth mindset to formative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teacher's beliefs and values, the method of calculating assessment
result, the method of providing assessment result, and the praise
feedback can be the developmental factors of the growth mindset.
Therefore, the proposed application method is as follows.
First, as the application to teachers’ beliefs and values, it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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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for growth-oriented assess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methods and instructions’ described in the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Second, as the application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assessment result, it proposed the need to be wary of the
‘normative-referenced use’ of the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and
explain the outcome of the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to the
learn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rowth mindset. Third, as the
application method using opinions and descriptive techniques and the
application to the method of providing assessment result, it proposed
the need for using comment, description, or letter grade. Fourth, as
the application to the praise feedback, a list of prais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oral fixed mindset or moral growth mindset is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application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assessment in moral education,
improvement

of

the

consequential

validity,

and

enhancement

competence of teachers in student assessment for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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