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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선택형 문항 시험의 새로운 대안으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

기 시작한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는 학생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교사가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 혹은 학생 스

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하

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

가 방식을 의미한다(백순근, 1994; 1995a; 2000). 지난 20여 년 동안, 다

양한 수행평가 방법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수행평

가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만큼, 수행평가는 여전히 우리

나라 교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수행평가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이나 유형에 대해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 등을 제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수행평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가 서로 일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

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정리하

기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누적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여 그 주제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는 통계 기법인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활용하여 수행평가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

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대한 조절변인

들을 탐색하여 수행평가의 효과적인 실시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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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조절변인(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가?

분석 대상은 1994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고된 국내 학위논문

25,867편(초등학교 12,282편, 중학교 6,449편, 고등학교 7,136편), 국내학술

논문 4,164편(초등학교 1,995편, 중학교 994편, 고등학교 1,175편), 총

30,031편이었다. 1차 자료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하였으

며, PICOS 선정 기준(Wood & Mayo-Wilson, 2012)에 따라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코딩하고, 출판편파(publication bias) 분석을 통해 극단

치(outlier)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총 174편의 연구물(총 319개의 효과

크기)을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프로그램(Biostat Inc., 2021)을 사용하여, 출판 편파

분석, 민감도 분석, 효과 크기 검증, 동질성 검증, 조절 변인의 조절효과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583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

며, 연구 간의 이질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메타분

석을 통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583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519, 상한값 .647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질성 검

증 결과, Q값이 586.4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1) 최종 분석 대

상의 효과 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구 간의 이질성 정도는 연구 간 분산인  이 .126, 전체

관찰 분산 중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이 70.5%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학교급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구체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고등학교(.659), 초등학교(.638), 중

학교(.412)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메타회귀분

석 결과, 초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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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교과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교과에 따른 수행

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예체능(1.119), 기술·가정·컴퓨터(.894),

비교과(.760), 국어(.705), 전교과(초등)(.650), 사회(.622), 과학(.595), 영어

(.462), 수학(.332)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메타

회귀분석 결과,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컴퓨터, 예체능, 비교과 수행

평가의 효과 크기가 다른 교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전교과(초등)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는 다른 교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

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토의·토론(.683), 실험·실습·

실기(.674), 일기·일지(.646), 프로젝트(.620), 포트폴리오(.618), 서술형·논

술형(.561), 혼용(.517), 자기평가(.377)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 성과 영

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정의적 영역(.592)에 대

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인지적 영역(.551)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섯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2010년~2014년

(.645), 2005년~2009년(.597), 2000년~2004년(.576), 2015년~2019년(.535), 2020

년~(.440), ~1999년(.354)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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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대한 조절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수

행평가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학교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수행평가의 효과적인 실시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정책연구기관 등

에서 수행한 수행평가 관련 연구보고서들의 결과들과 비교·분석하는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급과 교과와 같은 조절변인 각각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급별 및 교과별 세부적인 수행평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수행평가, 효과 크기, 메타분석,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학 번 : 2018-3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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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택형 문항 기반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는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교사가 그 학생의 지식이

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 혹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

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한다(백순근, 1994; 1995a; 2000; 백순근 외, 1996; 1999;

백순근 편, 1998). 예컨대, 서술형·논술형, 실험·실습·실기, 일기·일지, 자

기평가,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생평가의 자율화·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수행평가가 도입

되기 시작한 1990년대는 ‘수행평가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강조한 한국열린교육학회(당시에는

한국열린교육연구회)가 1991년 4월 창립되었고,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

삼 정부가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인성 및 창의성 함양,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 존중, ‘학교운영

위원회’ 설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강조 등 한국교육 전반에 대해 많

은 개혁이 시작되었다(백순근, 2020).

수행평가는 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지금까

지도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컨

대,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교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

체로 지필평가 대비 20~40% 반영 비율을 유지하였다(김순남 외, 2013).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실혁신 방안에서 평가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합의 비율을

현행 4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학교에서는 5개 교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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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학기당 1과목 이상 수행평가나 서술

형 및 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18). 실제로 현재 일부 중학교에서는 역사, 한문, 기술·가정, 도덕, 체

육, 음악, 미술 등의 교과는 수행평가 비율을 100%로 하여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내정중학교, 2019; 보평중학교, 2020).

수행평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만큼,

약 30년 동안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논의되

어왔다. 구체적으로, 2021년 6월 4일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서 ‘전체’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총 111,650건(학

위논문 66,434건, 국내학술지논문 45,216건)이 검색되었다. 참고로, 수행

평가 도입 초기인 2001년 10월까지 수행평가 관련 문헌은 박사학위논문

6편, 석사학위논문 389편, 단행본 44권, 학술지 및 교육 잡지 논문이 254

편 등이었다(허경철 외, 2001).

이처럼, 수행평가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가치 및 유용성을 밝히

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수행평가의 효과’는 수행평가

의 유형 중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유형의 혼용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정의하고, 수행평가를 적용한 집단

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학습 성과의 표준화된 평균 차이인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수행평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

분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서술형·논술형, 실험·실습·실기, 자기평가 등 수행평

가를 실시하였더니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향

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강순실, 2011; 김수정, 심현섭,

2020; 김종백, 우은실, 2005; 김주환, 2012; 김찬종, 조선형, 2002; 김효선,

오영열, 2014; 남정희, 김지연, 한인식, 2002; 양우열, 정진현, 2009; 조인

록, 선광식, 지은림, 2009; 한종임, 2020; 황재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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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강순희, 홍혜인, 2006; 권오남,

황숙균, 권기순, 1999; 이지현, 남정희, 문성배, 2003; 이현정, 이혜자,

2007; 전순영, 2004). 또한,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

가 있었지만, 그 학습 성과의 하위 영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부 하

위 영역의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다(김영례,

이상혁, 이용진, 2010; 노영순, 류춘식, 2001; 유병민, 김수욱, 김재석,

2008).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

행되어 온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 성과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가 어떠

한지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등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층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처치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고, 그 연구들이 각기 다른 효과 크기를 제시할 때, 그 원인을 탐색

하기 위해 활용되는 통계 기법인 ‘메타분석(meta-analysis)’(노민정, 유진

은, 2016; 황성동, 2014; Cooper, Hedges & Valentine, 2019)을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연구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활용하여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행평가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수

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대한 조절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교육 현장

의 교사들에게 수행평가의 효과적인 실시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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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가?

1-1)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1-2) 연구 간의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이질적인가?

2. 조절변인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가?

2-1) 학교급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2-2) 교과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2-3) 수행평가 유형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2-4) 학습 성과 영역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2-5)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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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행평가의 의미와 유형

가. 수행평가의 의미

‘수행’(遂行, performance)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나 과제를 실제로 처리해 내는 행위’를 뜻하며 이때 수행에는 어떤 행위

를 하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서지영 외, 2008). 이러한 관

점에서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을 기반으로 평가하되, 수행과 결과를 모

두 고려하여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수행평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강조점에 따라 서로 유사하게 혹은 다소

다른 측면에서 정의하였다(<표 Ⅱ-1> 참조).

예컨대, Stiggins & Bridgeford(1982), Mehrens(1992) 등은 전문가인

평가자가 직접 관찰하고 판단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보았고,

Haertel(1991), 미국의회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1992), 백순근(1994) 등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정의하였으며, McTighe & Ferrara(1996)는 수행평가를 선택

형 지필평가의 대안적인 평가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를 선택형

문항 시험의 대안으로서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

를 보고 교사가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

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 혹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

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백순근, 1994; 2000)’으로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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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Stiggins &
Bridgeford(1982)

- 새로운 문제나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
기 위한 체계적 시도
- 실제 또는 모의 상황에서 피평가자들이 나타내 보이
는 반응들을 전문가인 평가자가 직접 관찰하고 판단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

Haertel(1991)
피평가자들로 하여금 특정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구
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직
접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강조하는 평가 방식

Mehrens(1992)
피평가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관찰과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

미국의회기술
평가국(OTA)
(1992)

학생으로 하여금 답을 쓰거나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보
여주는 산출물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검사 방법

Linn &
Gronlund(1995)

과정의 효과성과 진행 과정, 그리고 과제 수행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판단하는 것

McTighe &
Ferrara(1996)

선택형 지필평가 이외의 다른 모든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식

AERA, APA &
NCME(1999)

특정한 지식이나 기능을 적용하게 될 실제 환경이나 조
건을 갖춘 상황에서 나온 산출물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

백순근(1994)

-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
고 교사가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
-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
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
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
식

박도순(1995)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 방식

양길석(1999) 수행에 근거하여 관찰과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배호순(2000)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보여주는 지식, 기능, 태도를 관
찰하고 판단하는 평가 방식

* 서지영 외(2008: 14)의 <표 Ⅱ-1>을 재구성하였음

<표 Ⅱ-1> 학자별 수행평가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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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는 1990년대부터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91년 4월 학

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한국열린교육학회(당시에는 한

국열린교육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여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인성 및 창의성 함양,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 존중, ‘학교운영위원회’ 설

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강조 등 한국교육 전반에 대한 많은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교육부, 1999; 백순근, 2020; 서울시교육청, 1997).

이 시기 학생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택형 문항 시험의 새로운

대안으로 학생평가의 자율화·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수행평가

가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백순근, 2000; 허경철

외, 2001).

특히, 1996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백순근 등이 집필한 ‘수행평가의 이

론과 실제’라는 책이 제작되어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 보급된 것을 시작

으로, 199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확대실시하

도록 하였다(백순근, 2020; 서울시교육청, 1997; 서지영 외, 2008). 동시에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점수나 혹은 수·우·미·양·가 평어로 기록하는 대신 ‘세부능력 및 특기사

항’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서울시교육청, 1997; 1999).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999년에 교육부에서는 공식적

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수행평가를 도입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함과

동시에 학업성취도를 ‘점수’나 ‘평어’ 없이 문장으로만 기술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1999). 이때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록도 ‘점수’나 ‘평어’ 없이 문장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1999년부터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주로

시행하였던 수행평가를 중·고등학교에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전국

의 초·중·고등학교에 수행평가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교육부, 1999;

서지영 외, 2008).



- 8 -

년도 관련 문서나 사건 특징

1996년
11월

국립교육평가원 편집·발간 ‘수
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수행평가라는 용어가 학교 현
장에 부분적으로 알려짐. ‘열린
교육’의 열기 속에서 초등학교
에서는 수행평가를 하나의 평
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함

1997년
2월

한국교육평가학회의 수행평가
관련 학술 세미나

수행평가의 이론 상세 소개

1997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새
물결 운동’

수행평가 제도 도입

1998년
10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
선안: 주관식, 수행평가 위주의
절대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들이 자율
적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게 함

교육부가 수행평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문
서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에서 수행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
한 내용을 제시함

수행평가가 집중적인 관심사가
됨

1998년
12월

수행평가 전국 실시를 위한 예
비 모임(16개 시·도 교육평가
장학관 회의 소집, 수행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 하달)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관들이 자기 지
역에서 시·도교육청별로 관내
의 학교장 및 연구부장 회의를
소집하여 수행평가 실시 관련
지침 하달

1999년
3월

수행평가의 전국적 실시

* 서지영 외(2008: 18)의 <표 Ⅱ-2>를 재구성하였음

<표 Ⅱ-2> 수행평가 정책의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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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는 유사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간혹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수행평가와 유사한 개념인 대안적 평가,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 직접적인

평가, 실기시험, 포트폴리오법, 과정중심평가 등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Ⅱ-3>과 같으며,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수행

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김순남 외, 2013; 배호순, 2000; 백순근,

2000).

우선,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는 한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평가 체제와 성질을 달리하는 평가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행평가는

대안적인 평가의 한 사례이다. 즉, 수행평가는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는

표준화된 검사에 대한 대안적인 평가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1회

성 시험에 대한 대안적인 평가이며, 결과중심의 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평가인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authentic assessment)는 평가 상황이나 내용이

가능한 한 실제 상황이나 내용과 유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평가로, 도덕

성적이 높은 것과 도덕성이 높은 것은 별개라는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평가 혹은 참평가(true assessment)라고도 불리는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는 수행평가 방식 중의 한 특수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

다(배호순, 2000; 백순근 편, 1998).

직접적인 평가(direct assessment)는 간접적인 평가 대신 직접적인 평

가를 중시하는 평가로서, 선택형 시험은 간접적인 평가로 보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정답을 서술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

는 평가이다. 예컨대, 도덕성을 지필식이나 구두시험보다는 학생의 행동

을 직접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실기시험(performance-based assessment)은 단순히 알거나 기억하는

것보다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평가로, 실기평가는

수행평가의 한 유형이다. 수행평가에서 말하는 실기시험은 종래에 말하

던 실기시험과 그 강조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종래의 실기시

험이 통제되거나 강요된 상황에서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면, 수

행평가에서의 실기시험은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평가를 추구한다

(백순근 편, 1998; 황승욱, 김영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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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용어 주요 특성

대안적 평가
(alternative
assessment)

- 한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평가 체제와 성질을 달리하는
평가 체제

- 수행평가는 대안적인 평가의 한 사례임
- 수행평가는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는 표준화된 검사,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1회성 시험, 결과중심의 평가 등에
대한 대안적인 평가임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

(authentic
assessment)

- 평가 상황이나 내용이 가능한 한 실제 상황이나 내용과
유사해야 함을 강조

- 도덕 성적이 높은 것과 도덕성이 높은 것은 별개라는 입
장과 유사함

- 진정한 평가 혹은 참평가(true assessment)
- 수행평가 방식 중의 한 특수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음

직접적인 평가
(direct

assessment)

- 선택형 시험은 간접적인 평가로 보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정답을 서술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중
시함

- 도덕성을 지필식이나 구두시험보다는 학생의 행동을 직
접 보고 평가하는 것

- 수행평가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평가의 성격을 풍부하게
포함하려고 함

실기시험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 단순히 아는(기억하는) 것보다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실기평가는 수행평가의 한 유형임

포트폴리오법
(portfolio)

- 시험이 아니라 학생이 쓰거나 만든 작품집이나 서류철
등을 이용한 평가

-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변화에 대한 평가를 중시함
- 성취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노력이나 향상도 중요
- 1회적이고 단절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통합
적인 평가 중시

-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한 유형임

과정(중심)평가

-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의 주요 대상
으로 설정하는 평가

- 과정(중심)평가는 수행평가가 강조하는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임

⇒ 1990년대부터 이러한 유사 개념들의 주요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수행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백순근(2000: 49)의 <표 Ⅲ-1>을 재구성하였음

<표 Ⅱ-3>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유사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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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포트폴리오법(portfolio)은 시험이 아니라 학생이 쓰거나 만든

작품집이나 서류철 등을 이용한 평가로,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변화

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성취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노력이나 향상도를 중요시 여기고, 1회적이고 단절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통합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평가 또

한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한 유형이다(양우열, 정진현, 2009).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와 대비되는 용어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서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는

과정까지 평가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심 평

가는 수행평가가 강조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교육부, 2017; 진경

애 외, 2019).

아울러, 전통적인 평가 체제와 수행평가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Ⅱ

-4>와 같다. 수행평가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행평가의 평가체제

는 절대평가, 질적 평가, 충고형 평가이며, 평가목적은 선발을 위한 한

줄 세우기였던 전통적인 평가와 달리 지도·조언·개선을 위한 여러 줄 세

우기이다. 평가내용은 내용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을 주로 보며, 학습

의 결과 및 과정도 중시한다. 평가방법은 선택형 평가 위주였던 전통적

인 평가와 달리 개별 교사가 평가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추구하며, 객관성, 일관성, 공정성 보다 전문성, 타당도,

적합성을 강조한다(배호순, 2000; 백순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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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적 평가 체제
(예: 선택형 시험)

새로운 평가 체제
(예: 수행평가)

평가 체제
- 상대평가
- 양적 평가
- 선발형 평가

- 절대평가
- 질적 평가
- 충고형 평가

평가 목적
- 선발·분류·배치
- 한 줄 세우기

- 지도·조언·개선
- 여러 줄 세우기

평가 내용
- 선언적 지식(내용적 지식)
- 학습의 결과 중시
- 학문적 지능의 구성요소

- 절차적 지식(방법적 지식)
- 학습의 결과 및 과정도 중시
- 실천적 지능의 구성요소

평가 방법

- 선택형 평가 위주
- 표준화 검사 중시
- 대규모 평가 중시
- 일회적·부분적인 평가
- 객관성·일관성·공정성 강조

- 수행평가 위주
- 개별 교사에 의한 평가 중시
- 소규모 평가 중시
- 지속적·종합적인 평가
- 전문성·타당도·적합성 강조

평가 시기
- 학습활동이 종료되는 시점
- 교수·학습과 평가활동 분리

- 학습활동의 모든 과정
- 교수·학습과 평가활동 통합

교사의 역할 - 지식의 전달자 - 학습의 안내자·촉진자

학생의 역할
- 수동적인 학습자
- 지식의 재생산자

- 능동적인 학습자
- 지식의 창조자

교과서의
역할

- 교수·학습·평가의 핵심 내용 - 교수·학습·평가의 보조 자료

교수·학습
활동

- 교사 중심
- 인지적 영역 중심
- 암기위주
- 기본 학습능력 강조

- 학생 중심
- 지·정·체 모두 강조
- 탐구위주
- 창의성 등 고등 사고기능 강
조

* 백순근(2000: 53)의 <표 Ⅲ-3>을 재구성하였음

<표 Ⅱ-4> 전통적인 평가 체제와 수행평가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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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기는 학습 활동의 모든 과정으로, 수행평가의 주목할 점 중 하

나가 전통적인 평가 체제에서의 평가는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분리된

반면, 수행평가는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평가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의 안내자

및 촉진자이며, 학생도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자 및 지

식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도 전통적인 평가

에서는 교수·학습·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반면, 수행평가에서는

보조 자료로서만 역할하게 된다(교육부, 2017; 김순남 외, 2013; 백순근,

2000; 진경애 외, 2019).

끝으로, 수행평가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평가 활동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며,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이고,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즉, 지·정·체를 모두 강조하며, 암기 위주가 아닌 탐구 위주

로, 기본 학습능력만을 강조하지 않고 창의성 등 고등 사고 기능까지 강

조한다(백순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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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평가의 유형

수행평가의 유형은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토론법, 실기시

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법, 연구

보고서법, 프로젝트법, 포트폴리오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순남 외,

2013; 배호순, 2000; 백순근, 2000). 이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

가의 유형을 크게 서술형·논술형, 실험·실습·실기, 일기·일지, 자기평가,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하였다.

1) 서술형·논술형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학생으로 하여금 출제자가 제시한 답을 선택하

도록 하는 선택형 평가의 대안적인 평가로서, 학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의견 등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다(김효선, 오영

열, 2014; 전라북도교육청, 2011). 서술형 문항이 대체로 한 문장 이상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논술형 평가는 한 문단 이상의 한 편의 글

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술형은 응답 제한의 정도가 크고 서술의 깊이와

정확성을, 논술형은 응답의 허용 범위가 넓고 한 편의 글이나 주장의 완

성도를 평가한다(김경희, 2019).

이러한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는 엄격하게 분류하고자 하면 구별

할 수 있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을 서로

구분하기 힘들고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묶

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흔히 주관식 평가라

고도 불리는데,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력, 판단력, 통합력, 정보 수집력 및 분

석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노영순,

류춘식, 2001; 백순근 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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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습·실기

‘실험·실습·실기’는 각 교과별 특성에 맞게 실험·실습·실기를 진행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학생의 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각각에 대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과에서 주로 실시되는 수행평가 방법인 ‘실험’은 학생으

로 하여금 실험실에서 진행된 실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보고서와 함께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실험

하는 과정을 관찰했던 것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이지현,

남정희, 문성배, 2003; Hofstein & Lunetta, 2004).

둘째, 흔히 컴퓨터 교과나 기술・가정 교과에서 실시되는 ‘실습’은 각

종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과 담당 교사가 관찰한 학생들의 실

습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 목표인 생활 기술을 습득하였는지 등

을 평가하는 방법이다(이연숙, 2005).

셋째, 예체능 교과에서 주로 실시되는 ‘실기’ 시험은 수행평가 도입 이

전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평가 방법이지만, 수행평가에서 말하

는 실기시험은 종래에 말하던 실기시험과 그 강조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

가 있다. 종래의 실기시험이 통제되거나 강요된 상황에서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면, 수행평가에서의 실기시험은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

에서의 평가를 추구한다(백순근 편, 1998; 황승욱, 김영식, 2017).

3) 일기·일지

‘일기’와 ‘일지’는 ‘글쓰기’와 관련이 있는데, ‘일기’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생각, 느낌, 감정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기록하

게 하는 것이고, 일기보다 형식적인 ‘일지’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날의 학

습과 관련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소감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쓰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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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교과별 특성에 따라 생활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수학

적 요소를 사용한 일, 수학 철학적인 면, 수학 교육적 측면, 수의 올바른

사용, 가치관 정립,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장면 등을 소개하고 동기 부

여, 심리적인 갈등,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 및 자기

반성 등이 나타나게 기술하는 수학 일기(김상룡, 1999), 교사가 지정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 중 하나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하여 그 사건 속 인

물이 되어 일기를 써 보는 역사 일기, 도덕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

련된 경험, 생각, 느낌 등에 대해 글쓰는 성찰 일기(길병휘, 김영숙,

2006) 등이 있다.

학생들은 일기·일지 쓰기를 통해 자기평가 및 자기성찰을 할 수 있으

며, 교사의 피드백이 동반된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어휘력과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독해 능력 등을 신장시키고, 글쓰기에 대한 흥미, 태도, 자

신감, 자기효능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재봉, 2014).

4) 자기평가

자기평가(self-evaluation)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실

시하던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안적 평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에 대해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기성찰을 통해 학습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이용하여 교사

가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이다(조인록, 선광식, 지은림, 2009; 홍소영,

2018).

이러한 자기평가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습자들과의 관계, 성취수준 등에 대해 스스로 생

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교사

가 시행한 해당 학습자에 대한 관찰이나 수시로 시행한 평가가 타당하였

는지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종백, 우은실, 2005;

남정희, 김지연, 한인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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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토론

토의·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의·토론하는 것을 보

고 교사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토의와 토론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토의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어떤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듣는 활동

으로서 참여자들이 협동적으로 혹은 상호작용적으로 수행하는 대화 형태

인 반면, 토론은 하나의 문제에 관련된 의견이나 제안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논의

하는 방식이다(유병민, 김수욱, 김재석, 2008; 정재찬 외, 1998; 한종임,

2020).

요컨대, 토론이 대립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는 경쟁적인 의사소통 행위

라고 한다면 토의는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의사소통 행위라

고 할 수 있다(김주환, 2012). 이러한 토의·토론은 교수·학습 활동과 평

가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평가방법이다.

6)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이 쓰거나 만든 학습 결과물을 지속적이면서

도 체계적으로 모아 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배호순, 2000; 백순근 편, 1998). 포

트폴리오에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의 학

습 과정과 학습 결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림,

사진, 시, 소설, 그래프, 또래의 평가, 실험·실습 결과보고서, 관찰기록,

일화노트, 과제물, 비디오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된다(백순근, 이재

열, 2008; 양우열, 정진현, 2009; 이현정, 이혜자, 2007).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자

신의 강점이나 약점, 성실성 여부, 잠재 가능성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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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쉽게 조언 및 피드백할 수 있다

(김찬종, 조선형, 2002; 백순근, 2000).

7) 프로젝트

프로젝트(project) 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연구 과제나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연구보고서나 산출물과 같은 결과물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

지의 전과정과 함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다(김영례, 이상혁, 이용진,

2010; 백순근, 2000; 전순영, 2004).

결과물과 그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프로젝트 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

아내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주어진 문제

에 대한 문제해결의 틀을 찾아낸 뒤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아

이디어를 교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 정보 수집, 정보 분석, 해결책

제시를 하는 등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므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김수정, 심현섭, 2020).



- 19 -

2.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가.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경험적 연구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요컨대,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평가가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예컨대, 강순실(2011)은 실과 수업의 홈프로젝트 학습이 초등학교 학습

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

주시 소재의 S초등학교 5학년 6개 학급의 192명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으로 구분하였으며, 실과 컴퓨터 관련 단원에서 실험집단에는 홈프로젝

트 학습을, 비교집단에는 일반적인 실과학습을 각 8주간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실과 홈프로젝트 학습은 일반적인 수업에 비해 초등학생의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과 심현섭(2020)은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비주얼머천다이징 수업에 실행 적용하였을 때,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위

치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수업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수업관찰평가와 학습자의 수업소감문을 토대로 학습자의 수

업참여도와 태도를 평가한 결과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수

업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았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종백과 우은실(2005)은 쓰기에서 자기평가의 활용이 초등학생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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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력 향상과 쓰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

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무선 배

치하였다. 실험집단은 자기평가 중심 학습을 3주간 6회기 실시했으며 실

험에 투입한 자기평가 도구는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자기주도성과 자기 글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

점검식 평정방법과 학습 일기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평가 중심 학습이 쓰기 능력과 쓰기 효능감을 부분적으로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환(2012)은 고등학교 문학 수업에서 설명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반에서는 설명식 수업을 실시하고 실험반에

서는 토의식 수업을 실시한 후 성취도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설명식 수업을 한 학급보다 토의식 수업을 한 학급의 성

취도가 높게 나왔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토의식 수업에 대한 긍정 반

응이 부정 반응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찬종과 조선형(2002)은 포트폴리오 평가를 일선 초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포트폴리오 평가가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과학 탐구 능력, 과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서 각각 2개 초등학

교를, 농촌 지역에서 3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총 475명을 표집하였다.

실험집단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하였고, 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수

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성취도, 과학 탐구 능력,

과학 태도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으나, 과학 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 과학 직업

에 대한 인식, 과학 활동에 대한 흥미, 비판성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효선과 오영열(2014)은 서술형 수학 쓰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문제

해결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B초등학교 6

학년 학급에 문제 해결력 및 수학적 성향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가

지는 2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서술형 수학 쓰기 활동 수업



- 21 -

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에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일반적

인 수업을 실시하였고, 실험처치는 약 두 달 동안 15회에 걸쳐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서술형 수학 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문제해

결과정, 수학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술

형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정희, 김지연, 한인식(2002)은 자기평가가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 개

념 이해와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평가를

실시한 3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2개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은 자기평가를 실시한 후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과 자기평가만 실시하고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수업은 9주(20차시)에 걸쳐 실시하였고, 과학 개념 이해 검

사는 사후, 과학 관련 태도 검사는 사전, 사후에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과학 개념 이해에서는 자기평가를 적용한 실험집단이 자기평가를 적용하

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관련

태도 향상에도 자기평가를 이용한 수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우열과 정진현(2009)은 실과 수업에서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북도 C군에 소재

하고 있는 두 농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약 4주

동안, 실험집단에게는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비교집

단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실과 수업에서

포트폴리오의 적용이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과 이혜자(2007)는 포트폴리오를 가정교과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습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바지 만

들기’ 단원에 총 13차시의 교수 학습지도안과 수업 활동지, 수업 자료,

평가 자료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

구 결과, 포트폴리오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고, 우월감, 자신감, 흥미, 목적의식, 성취동기, 주의집중,

자율학습, 교우관계 등의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영(2004)은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학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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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와 학습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질적

인 연구 집단과 비교 집단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은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상·하위 집단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효과가 나타났고, 창의력 영역에서 학습 태도

변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창의력 향상에 크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한종임(2020)은 토론 기반 읽기 및 쓰기 활동이 연계된 창의성 기반

영어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이러한 학습 방법이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창의성, 영어쓰기 및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토론 기반 영어 읽기 및 쓰기 활동이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유창성,

융통성, 독창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

한, 토론 기반 영어 읽기 및 쓰기 활동이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글의 내용, 글의 구성 및 언어사

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수행평가가 특정 학습 성과에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학습 성과

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예컨대, 강순희와 홍혜인(2006)은

실험을 활용한 순환학습 전략이 중학교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실험집단에는 실험실에서 학생 중심 탐구 활동으로 진행하

는 ‘전기’ 단원 탐구학습 전략을, 그리고 통제집단에는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의 과학 수업을 투입한 후에 ‘전기’ 단원 과학 학업성취도, 과학적

사고력, 과학 관련 태도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으로 적용 효

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과학적 사고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

과가 있었지만, 과학 학업성취도와 과학과 관련된 태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권오남, 황숙균, 권기순(1999)은 중학교 수학과 수행과제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심화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기존의 지필식·선다형의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를 실시한 후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이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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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례, 이상혁, 이용진(2010)은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에너지와 수송

기술’ 단원에서 프로젝트법과 강의식 학습을 사용했을 때 여학생의 과제

수행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과제 수행 능력에 있어서 프로젝트법을

적용한 집단이 강의식 학습을 적용한 집단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 수집 능력, 과제 수행 실행

능력 증진에는 효과가 있었고, 과제 수행 계획 능력, 과제 수행 평가 능

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순과 류춘식(2001)은 수행평가방법 중 서술형 평가를 적용한 학습

이 학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등학교 공통수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 서술형 평가를 적용한 학습은 학력 신장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학과 인지적 영역의 하위요소 중 지식, 이해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유병민, 김수욱, 김재석(2008)은 웹을 활용한 토론 교육 활동이 학생들

의 토론 능력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초등학

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웹 토론 게시판을 통하여 토론 교육을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웹을 활용한 토론 교육을 적용한 실험 집단

이 적용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서 토론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토론 능력을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따라 토

론교육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적극성과 순발력 요인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지현, 남정희, 문성배(2003)는 과학 교과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

는 수행평가 방법 중 하나인 실험실습법이 중학생들의 과학성취도와 정

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과학성취도의 평균이

동질적인 두 집단에서 수행평가를 적용한 실험집단의 과학 성취도 점수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정의적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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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인록, 선광식, 지은림(2009)은 초등학교 국어과 쓰기지도를 위해 학

생의 자기평가가 글쓰기 능력과 관련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을 선정하여, 8회에 걸친 쓰기 수행과제와 자기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때, 자기평가 실시 집단은 쓰기 과제 수행 후에, 자기평가와

함께 고쳐 쓰기 활동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글쓰기 능력에서는 자기평

가의 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났으나, 흥미도와 자신감에서는 효과를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황재문(1999)은 포트폴리오 평가가 중학교 영어학습자의 독해능력향상

과 학습자,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

구하기 위해, 서울 소재 M여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면담 및 학습자들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독해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독해능력향상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수행평가의 효과

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효

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이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

고 있기 때문에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

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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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메타분석 연구

국내 수행평가의 효과와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들은 주로 단일 교과에

서의 수행평가의 효과나 단일 수행평가 유형의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승욱과 김영식(2017)은 수행평가를 적용한 체육수업 연구에 대한 메

타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 논문 20편을 선정하였으며, 조절변인은 학습영

역, 연구대상, 신체활동 영역, 수행평가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행평가를 적용한 체육수업의 전체 학습영역에 대한 효과 크기는 .54로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 영역에 따른 효과 크기

는 학습 태도, 운동지식, 운동기능 순이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 크기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신체활동 영역에 따

른 효과 크기는 표현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순이었다. 수행평가 방

법에 따른 효과 크기는 서술형 영상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

오 순이었다. 아울러, 모든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수(2012)는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를 검증하고,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1984년부

터 2011년까지 토의ㆍ토론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비교한 석ㆍ박사 학위

논문 87편을 수집하고, 이 중에서 총 144개의 개별 효과 크기를 산출하

였다. 연구 결과, 토의ㆍ토론 수업의 효과 크기는 .55로 중간 정도의 크

기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의ㆍ토론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학습효

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종속변인에 따른 토의ㆍ토론 수업의 효

과 크기는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

절변인으로는 학교급, 교과, 프로그램 유형, 집단크기, 역할배정, 실험횟

수, 실험기간이었고, 토의ㆍ토론 수업의 학습효과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

토론수업군(群), 6인 집단, 역할배정, 16-20회, 7-8주에서 상대적으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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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2018)은 학생 자기평가의 학습효과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

출하고, 학생 자기평가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을 발견하

기 위해, 1993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 자기평가의 학습효과를 검증한 연

구물 29편에서 38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모수 효과 모

형에 의해 계산된 학생 자기평가의 학습효과 크기는 .42로 중간 정도의

효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 자기 평가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

절변인은 학교급, 교과, 자기평가 방법, 평가기준 제시 시기, 피드백 유무

변인이었다.

유동현과 최지연(2013)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법의 효

과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초·중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법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641로 나타나, 프

로젝트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아

울러, 프로젝트법의 종속변인별 평균 효과 크기는 학습 태도, 창의성, 자

기 주도적 학습력,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차이 비교에서 학교급별, 참여인원별, 적용기간별,

교과 유형별로 평균 효과크기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초·중등학교 학생들

의 프로젝트법의 효과는 학교급별, 참여인원별, 교과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적용기간별 프로젝트법의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효과는 초등학교, 1~20명

의 적은 인원, 통합교과, 실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김정렬, 이현정, 이제영(2018)은 학습일지의 활용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7개의 연구물에 수

록된 83개의 개별 연구 사례를 수집하였고, 각 사례에 대한 개별 효과크

기와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학습일지 활용이 영어 학습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대상, 실험 기간, 피드백 유무, 학습일지

의 종류 등과 같은 조절변인과 영어능력, 정의적 영역,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의 종속변인을 설정한 후 각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함으로

써 각 변인에 따라 학습일지 활용 영어교육의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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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일지 활용 영어교육은 중간 수준의 평균 효과

크기(d=.59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정한 조절변인과 종속변

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경희, 정정희, 정한철(2004)은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프로젝트 접근법의 효과를

종합하고, 프로젝트 접근법 실시와 관련된 특징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04년 4월까지 발표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51편의

논문(총 119개의 효과 크기)을 메타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

젝트 접근법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03로 나타나, 매우 큰 효과 크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프로젝트 접근법의 평균 효과 크기

는 유아와 초등학생 모두 효과가 있고, 효과 크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 접근법의 평균 효과 크기는 모든 교과에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조절변인

을 실시 기간, 피험자 수, 프로젝트 접근법의 주제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토의·토론, 자기평가,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에 대

한 메타분석 결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수행평가 방법의 효과 크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수행평가 관련 메타분

석 연구들은 조절변인으로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 등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한정된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등

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20~30편 정도의

연구물로만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그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정렬, 이현정, 이제영, 2018; 홍소영, 2018; 황승욱, 김영식,

2017). 따라서, 수행평가의 효과와 그 조절변인을 모든 학교급, 모든 교

과, 모든 수행평가 유형, 모든 학습 성과, 모든 시기 등에 대해서 종합적

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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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절변인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분석

메타분석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을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

행평가 시행 시기로 설정하였다.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서 조절변인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급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수행평가는 고등학생의 학습 성과 향

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김주환, 2012; 전순영, 2004), 중학

생의 학습 성과 향상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순희, 홍혜인, 2006; 권오남, 황숙균, 권기순, 1999). 아울러 수행평가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성향,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 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김효선, 오영열, 2014; 이현정, 이혜자, 2007; 전

순영, 2004), 중학생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 신장에 효과가 없는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홍혜인, 2006; 이지현, 남정희, 문성

배, 2003).

둘째, 교과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어, 사회 등의 교과에서 수행평가는 학

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김주환, 2012;

전순영, 2004), 수학, 과학 등의 교과에서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홍혜인, 2006;

권오남, 황숙균, 권기순, 1999).

셋째, 수행평가 유형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태도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김주환, 2012; 이현정, 이혜자, 2007; 전순영, 2004), 실험은 학생의 학

업성취도, 태도 등의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순희, 홍혜인, 2006; 이지현, 남정희, 문성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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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습 성과 영역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강순희와 홍혜인(2006)은 중

학교 과학 교과의 실험 수업이 과학적 사고력 향상에는 효과가 있었지

만, 과학과 관련된 태도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지현, 남정희, 문성배(2003)는 중학교 과학 교과의 실험실습법이 과학

성취도 향상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의적 영역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다섯째,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0년대에는 수학 교과

의 수행평가가 학생의 인지적 영역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김효선, 오영열, 2014), 1990년대에는 수학 교과의 수행평가가 학생

의 인지적 영역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오

남, 황숙균, 권기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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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분석

가. 메타분석의 의미

메타평가가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메타분석은 분석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동일한 주제

로 수행된 다양한 분석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

는데, 메타분석은 1970년대 후반,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사회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된 방법으로 아예 새로운 기법은 아

니지만, 빅데이터와 함께 다시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김계수, 2015).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 중 어떤 연구 결과를

참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방법으로, 같은

주제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처치와 관련된 누적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 처치가 정말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적

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분석은 1차적 분석 결과를 분석하는 것인데(<표 Ⅱ-5> 참조), 이

때, 1차적 분석은 실험-통제 집단을 설계하여 실시한 연구처럼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개별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고, 2차적 분석은 패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유형 내용

1차적 분석
(primary data analysis)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개별 데이터 분석

2차적 분석
(secondary data analysis)

타인 혹은 연구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예: 패널 데이터)

메타분석(meta-analysis)
기존 개별연구들의 양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 황성동, 심성률(2018: 12)을 재구성하였음

<표 Ⅱ-5> 데이터 분석 유형



- 31 -

같이 타인 혹은 연구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며, 메타분석

은 1차적 분석을 한 기존 개별 연구들의 양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는 것을 의미한다(김달호, 장은진, 황진섭, 2014; 황성동, 심성률, 2018).

메타분석은 의학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곤 하는데, 어떤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연구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개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연구들은 통계적 검증력이 낮고, 연구자가 기대하는

결과에 치중하여 대안적 방법을 도외시한다거나, 각자의 데이터에 기초

하여 각기 다른 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한계를 가져서, 누적된 연구 결과

들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상충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메타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전부터 수많은 연구결과물 중에서 어떤 연구를 이

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비교하고 통합할 것인지 등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주요 관심사였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연구 결과 분석이 대세였는데, 주관성의 개입과 분석의 어려움

으로 인해 1990년대 즈음부터 전통적인 내러티브 리뷰(narrative review)

에서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으로 전환되

기 시작하였다(황성동, 2015). 즉,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은 전통적

인 연구 결과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전통적인 문헌고찰 및 서술적 리뷰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편의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추출

서술적(narrative) 설명
통계적 유의미성에 의존

계량적 분석 결과 제시

연구자의 주관성 객관성(명확한 기준, 원칙)

절차 및 과정이 투명하지 않음 절차 및 과정이 투명함

왜곡과 오류에 취약
(출판 편파, 선별적 보고 오류 등)

왜곡과 오류를 최소화
(모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 등)

* 황성동(2015: 15)의 <표 1-2>를 재구성하였음

<표 Ⅱ-6> 전통적인 문헌고찰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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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체계적 문헌고

찰 연구는 1904년 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김승희, 2015;

Simpson & Pearson, 1904), 1970년대 이후,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다(안형식, 김현정, 2014). 이러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는 1992년 코크란 연합(Cochrance Collaboration)이 설립되면서 더욱

발전하였으며(Bero & Rennie, 1995), 1970년대 학계에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김지원, 2016).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문헌고찰 및 서술적 리뷰(narrative reviews)

가 대세였는데, 전통적인 문헌고찰 및 서술적 리뷰가 가지는 연구자의

주관성, 절차 및 과정의 불투명성 등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문헌 고찰 및 서술적 리뷰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황성동, 2014; 2015; 황

성동, 심성률, 2018; Cooper, Hedges & Valentine, 2019).

메타분석은 처치 효과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표본

수가 증가함으로써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등

연구 결과 간 차이점을 탐색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등 연구 설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행된다. 반면, 개

별 연구가 심각한 편향을 가지는 경우, 출판 편파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

문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메타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또한, 메타분석은 일관성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연구 목적과 분명한

개념적 구조를 갖추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사과와 바나나를 섞는 것이 과일 샐러드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적절하지만 사과에만 관심이 있거나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연

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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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메타분석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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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적 수준이 낮은 연구를 포함시키거나 포함된 연구에 대한

질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

렵다. 이에 더해, 여러 연구를 계량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비

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효과 크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실험조사설계와

단일집단전후비교조사의 효과 크기는 절대 통합하면 안 되는 것처럼 효

과 크기 유형에 주의해서 연구결과를 통합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헌 찾기, 연구 선정, 데이터 추출, 코딩 등에 오류

가 있을 수 있고, 메타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메타분석의 장점 메타분석의 단점(한계)

- 처치 효과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 표본수 증가, 검증력 증가,

정확성 제고

- 연구 결과 간 차이점 탐색

(조절변인 파악 가능)

- 연구 설계에 도움을 줌

(새로운 가설 제시)

- 연구 문제에 대한 혼란 존재

가능성(연구 문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질

(이질적인 연구, 편파가 큰

연구, 출판 편파의 존재)

- 효과 크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 메타분석의 실행과 적용의 문제

<표 Ⅱ-7> 메타분석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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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 크기

메타분석에 활용되는 논문들은 각각 사례수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표준화된 단위인 효과 크기이다. 효과 크기는 실험집단의

평균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인데, 이렇게 표준편

차로 나눔으로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공통된 지수로 변환되

게 되고, 따라서 어떤 연구 간에도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해 지는 것이다.

효과 크기를 계산할 때, 실험집단의 평균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나누어 주는 표준편차의 수식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백순근(2018)은 교육 환경에서의 효과 크기로서 표준화된 평균 차이로

통제집단의 표준편차를 나눈 것을 제안하였다(수식 1 참조).

통제
실험통제

수식 1

Cohen(1988)은 통합표준편차()를 분모에 대입해서 나누는 방법을

제안하였다(수식 2 참조). 이때, 효과 크기 d가 0.3 보다 작으면 작은 크

기, 0.5 정도면 중간 크기. 0.8 보다 크면 큰 크기의 효과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Cohen, 1988).

′  




  









수식

2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
 실험집단의 크기  통제집단의 크기


실험집단의 분산 
통제집단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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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Hedges & Olkin(1985)은 통합표준편차()로 평균 차이

를 표준화한 Cohen’s d는 사례수에 따라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 차이인 Hedges’s g를 제안하

였다(수식 3 참조). 즉, Cohen이 제안한 d에 교정지수 J를 곱함으로써

교정한 것이다(수식 4 참조).

  ×    수식 3

  


or


 수식 4

교정지수 효과크기

아울러 Cohen의 효과 크기 d를 교정하여 사례수에 따라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한 Hedges의 효과 크기 g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메타분석 연

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김지원, 원효헌, 2014; 노민정, 유진은, 2016;

박도순, 김종필, 양길석, 2002; 이재호, 김동일, 2014; 홍소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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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타분석의 절차

메타분석은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질문 제기, 관련 문헌의 검색 및

선정, 데이터 추출 및 코딩, 효과 크기 검증, 동질성 검증 및 조절 효과

검증, 연구 결과 해석 및 데이터 오류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의 ‘메타분

석의 7단계(Littell, Corcoran & Pillai, 2008)’에 따라 진행된다([그림 Ⅱ

-2] 참조).

[그림 Ⅱ-2] 메타분석의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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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질문 제기

1단계인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질문 제기’에서는 메타분석에 포함될

연구는 무엇인지, 어떤 연구 특성을 조절변인으로 삼아서 코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예컨대, 메타분석 시 데이터 선정을 위해 활용되는 선정

기준(Wood & Mayo-Wilson, 2012)인 PICOS 선정기준([그림 Ⅱ-3] 참

조)을 활용하여,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연구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급, 교과 등 다양한 조절변인들을 설정하고 범주형 혹은

연속형 변인으로 적절하게 코딩하게 된다.

[그림 Ⅱ-3] PICOS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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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관련 문헌의 검색 및 선정

다음으로 2단계 ‘관련 문헌의 검색 및 선정’에서는 1차 연구물을 발췌

하게 되는데, 효과치를 계산하기에 충분한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지, 활용

된 검사가 종속변인을 적절하게 재고 있는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

본수가 충분하고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지, 학위논문과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처럼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등을 기준(박도순,

김종필, 양길석, 2002)으로 발췌하게 된다. 참고로, [그림 Ⅱ-4]와 같이

연구 결과를 검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순서도로 기술할 수 있다.

* Moher et al.(2009)을 번안 및 재구성한 것임

[그림 Ⅱ-4] 최종 분석 대상 연구 선정 과정(예시)



- 40 -

3) 3단계 : 데이터 추출 및 코딩

3단계인 ‘데이터 추출 및 코딩’은 앞의 단계에서 선정된 논문의 데이터

를 추출하고 코딩하는 단계이다. 추출된 데이터들은 연구자명, 연구 제

목, 출판 연도, 출판 유형, 사례수, 효과 크기, 평균, 표준편차 등 연구자

가 판단하여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항목별로 Excel 등의 프로그램

에 코딩하게 된다(<표 Ⅱ-8> 참조).

또한,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한 학년, 여학생 비율, 연령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를 제시

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록

2와 같은 데이터 코딩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

문들의 특성을 1차적으로 기록한 후, Excel 프로그램에 추출한 데이터를

코딩하였다.

연구

이름
연도

출판

유형

실험

N

실험

M

실험

SD

통제

N

통제

M

통제

SD

study1 2013 학위 33 75.25 15.56 34 70.34 11.12

<표 Ⅱ-8> 데이터 코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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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효과 크기 검증

4단계인 ‘효과 크기 검증’에서는 극단치(outlier) 제거,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선택,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혹은 전체 평균

효과 크기)’ 산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극단치 제거’는 ‘출판 편파

(publication bias) 검증’을 통해 나타난 두드러지는 극단치를 제거하는 것

이다. ‘출판 편파(publication bias)’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모든 연구들을

분석하지 못하고 일부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표집의 대표성에 문

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숲 그림(forest plot)과 깔

때기 그림(funnel plot)을 활용할 수 있다.

숲 그림(forest plot)은 메타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결과로,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통계적 유

의성, 가중치 등을 포함한다. 숲 그림의 정사각형(square)은 개별 연구물

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나타내는데, 정사각형의 크기는 가중치, 정사각형

의 위치는 효과 크기의 방향(+ 또는 -) 및 크기(magnitude of the

effect)를 의미한다(황성동, 심성률, 2018). 아울러, 숲 그림의 마름모

(diamond)는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나타내며, 이 또한 마름

모의 크기는 가중치, 위치는 효과 크기의 방향 및 크기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숲 그림을 보고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혹은 평균

효과 크기)’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림 Ⅱ-5]의 8번째 연구와

같이 SMD(standardized mean difference)가 두드러지게 다른 경우, 극단

치라고 의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출판 편파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림 Ⅱ-5] 극단치 제거를 위한 숲 그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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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때기 그림(funnel plot)의 경우, 그림이 좌우대칭이면, 연구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라 가정한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출판 편파가 없

는 것으로 보며, 좌우대칭이 아니면 출판 편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컨

대, [그림 Ⅱ-6]과 같이 좌우대칭이 아닌 형태로 나타나면 출판 편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출판 편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대칭이 되지 않는 연구들을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평균을 다

시 구하고, 제외한 연구들을 복원시키기도 하면서 대칭이 되도록 누락된

연구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인 Trim-and-Fill 방법 등을 통해 산출된 효

과 크기를 보정할 수 있다(황성동, 2015). 추가적으로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어떤 특정 연구를 제외 또는 포함시켰을

때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검증할 수 있

다.

[그림 Ⅱ-6] 극단치 제거를 위한 깔때기 그림(예시)

이와 같이 극단치를 제거한 후,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선

택’하게 된다. 각 연구들이 동일한 모집단 효과를 가정하고 있는지 그리

고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인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

다. 참고로, 고정효과모형은 효과 크기의 모집단을 동일하다고 보고, 효

과 크기의 동질성을 가정하는 모형이고, 무선효과모형은 각 연구들의 표

본, 개입 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모형이다(<표 Ⅱ-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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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의 효과 크기에 대한 가정을 정하여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

형 중 선택한 후,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산출하게 된다.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은 ‘각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

균’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한 값이며, 계산 공식은 수식 5와 같다. 이

때, 가중치는 분산의 역수를 의미하며, 가중치가 클수록 연구의 표본이

크거나 정밀성이 높고, 신뢰구간이 짧은 것을 의미한다.

 


수식 5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은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어떤 모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고정효과

모형의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계산식은 가중치 계산 시 분산

을 연구 내 분산으로 계산하고, 무선효과모형의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

기의 평균’ 계산식은 가중치 계산 시 분산을 연구 내 분산과 연구 간 분

산의 합으로 계산한다. 즉, 무선효과모형은 연구 간 분산을 고려하여, 연

구 내 분산인 
와 연구 간 분산인  의 합인 교정된 역변량 가중치인

고정효과모형 무선효과모형

-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의 동질성을 가정함
- 동일한 모집단의 효과(common
effect)를 추정함
- 각 연구의 효과 크기 차이는
표집오차(sampling error)에
기인함

- 연구들의 개별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모집단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함

- 서로 다른 모집단의 효과 크기
분포의 평균을 추정함

- 각 연구의 효과 크기 차이는
표집오차와 연구 간
분산(between-study
variance)으로 구성됨

* 황성동(2015: 117)의 <표 5-1>을 재구성하였음

<표 Ⅱ-9>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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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고정효과모형의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과 신뢰구간 계산 공

식은 수식 6과 같다(Borenstein et al., 2009). 이때, 
는 연구 내 분산,

은 가중된 평균(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는 연구 i의 효과

크기, 은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의 분산, 과 은

95% 신뢰구간의 상한(Upper Limit)과 하한(Lower Limit)을 의미한다.

 






 






  





  


  






   수식 

 ×  ×

무선효과모형의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과 신뢰구간 계산 공

식은 다음과 같다(Borenstein et al., 2009). 이때, 

 는 연구 내 분산인


와 연구 간 분산인  의 합,  은 가중된 평균(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는 연구 i의 효과 크기, 
 은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

의 평균의 분산, 
 과 

 은 95% 신뢰구간의 상한(Upper Limit)과

하한(Lower Limit)을 의미한다.







 

 
 

 


  







  






 
  


 







 

    수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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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 동질성 검증 및 효과 검증

5단계인 ‘동질성 검증 및 조절 효과 검증’에서는 동질성 검증, 이질성

검증, 조절 효과 검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동질성 검증’은 동일한

모집단의 효과 크기를 추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효과 크기의 동

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Q값을 사용하게 된다. 통계량 Q값은 각 효과 크

기들의 관찰된 분산, 즉 표집오차 분산과 실제 연구 간 분산을 모두 포

함하는 총분산을 의미하며(수식 8 참조), Q 통계치의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포함된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동일하

다는 것이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때 동질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Higgins et al., 2003).


  




 

  




 

 수식 8

가중치 효과크기′ 

‘이질성 검증’은 동질성 검증에서 기각되었을 때, 즉 효과 크기들의 분

포가 이질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수행하게 된다. 보통 연구 간 분산

을 의미하는  을 활용하거나 실제 분산 비율을 의미하는  을 통해 확

인한다.   통계치는 실제 서로 다른 모집단 효과 크기에 의한 분산, 즉

연구 간 분산(실제 분산)을 의미하며, 고정효과모형에서만 계산할 수 있

다.   통계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수식 9 참조).

 







수식 9

관찰된분산  자유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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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치는 전체 관찰 분산 중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

제 분산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수식

10 참조). 아울러  이 25%일 때 작은 크기의 이질성, 50%일 때 중간

크기의 이질성, 75%일 때 큰 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Higgins et al., 2003).

 


× 수식 10

관찰된분산  자유도

다음으로, ‘조절 효과 검증’은 ‘동질성 검증’ 및 ‘이질성 검증’에서 이질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질성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하위집단 간의 효과 크기 차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절 효과 분석 방법으로는 메타ANOVA와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이 있다.

메타ANOVA는 조절변인이 범주형 변인일 경우 활용하며, 이때, 은

집단 구분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수식 11 참조).

 





 





 수식 11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은 조절변인이 연속형 변인일 경우 주

로 활용하지만, 범주형인 조절변인을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여 메타회귀분

석을 활용하기도 한다. 조절변인은 연구 수준의 변인으로 연구 간 분산

(true variance)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분산에 대해 설명하는 1

차 연구에서의 OLS 회귀분석과 달리 실제 분산(true variance)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은 수식 12 및 수식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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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rue variance

true variance explained
수식 12

 


 


 


 


  





 수식 13

6) 6단계 : 연구결과 해석 및 데이터 오류 검증

6단계인 ‘연구결과 해석 및 데이터 오류 검증’에서는 4단계 ‘효과 크기

계산’과 5단계 ‘동질성 검증 및 잠재적 조절 효과 검증’에서 산출한 결과

들을 정리 및 해석하고,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7) 7단계 : 결과 보고서 작성

다음으로, 7단계인 ‘결과 보고서 작성’에서 앞의 단계들에서 수행한 결

과들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함으로써 메타분석 연구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결과 보고서에는 검색 전략, 코딩 절차, 통계적 방법 등이

필수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노민정, 유진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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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ISS)에 1994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고된 국내학위

논문 25,867편(초등학교 12,282편, 중학교 6,449편, 고등학교 7,136편), 국

내학술논문 4,164편(초등학교 1,995편, 중학교 994편, 고등학교 1,175편),

총 30,031편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Ⅲ-1> 참조).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수집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홈페

이지(http://www.riss.kr)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효과 or 영향 and 평가

and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검색어로 하여 1994년 이후 발간된 국

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연도, 발행기관 등의 문헌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Ⅲ-1>과 같은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는 국내의 대표적인 문헌 검색 사이트 중 하나이며, 타

검색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다. 둘째,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한 이유는 “제목”은 충분한

정보를 내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주제어” 혹은 “초록” 등은 누락

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연구의 주제인 ‘수행평가’

는 토론, 토의, 실험, 자기평가 등 그 방법이 다양하여 하나의 검색어로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혹은 영향), 평가, 초등학교(혹은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포괄적인 검색어를 활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 넷째, 검색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수행평가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인



- 49 -

1994년부터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수집 내용은 분석 대상인 국내 학위논

문 및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정보인 제목, 저자, 발행연도, 발행기관 등이

다.

구분 내용

검색 사이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홈페이지
(http://www.riss.kr)

검색어
(“전체” 대상)

- 효과 or 영향 and 평가 and 초등학교
- 효과 or 영향 and 평가 and 중학교
- 효과 or 영향 and 평가 and 고등학교

검색 기간 1994년 ~

수집 내용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
연도, 발행기관 등

<표 Ⅲ-1> 분석 대상 수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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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ICOS 선정 기준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분석 대상 중 메타분석 연구에 포함될 최종 분

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PICOS 선

정 기준(Wood & Mayo-Wilson, 2012)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PICOS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

[그림 Ⅲ-1] PICOS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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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인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의 연구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이며, 개입 방법 및 프로그램은 수행

평가이다. 이때, 수행평가는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한 평가활동 뿐

만 아니라 교수·학습활동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교집단 유무에는 비교집단이 존재하는 논문을,

연구 결과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 모든 학습 성과

를, 연구 설계 유형은 동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최종 분석 대상 선

정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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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

이 연구에서는 <표 Ⅲ-2>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 중에서 메

타분석에 포함될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단계 설명

1
검색 및
서지정보
수집

- 분석 대상 수집 기준으로 검색
- (검색된 논문이 2,000편 이하일 경우)
RISS의 서지정보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된 논문
의 서지정보 수집
- (검색된 논문이 2,000편 이상일 경우)
Python 프로그램의 BeautifulSoup4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한
웹 크롤러로 웹 크롤링하여 검색된 논문의 서지정보 수집

2

수집한
서지정보
통합 및
정리

- 앞 단계에서 수집한 서지정보들은 논문 100편당 1개의
Excel 파일로 구성되므로 수집된 여러 Excel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Excel의 RDB Merge Add-in을 활용하여 수집한 서지정보
Excel 파일들을 1개의 파일로 통합
-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통합 파일 정리

3
제목을
기준으로
1차 선정

- 제목을 기준으로 수행평가 여부, 효과 연구 여부 등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논문 선정
- Excel 프로그램의 Filter 기능을 활용하여 논문 제목에 수행
평가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들을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수행평가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은 논문들 중 수행평가
논문이 없는지 재검토

4
본문을
기준으로
2차 선정

- 본문을 확인하여 메타분석에 포함 가능한 논문 선정

5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 코딩

- 선정된 논문들을 코딩표에 기록한 후, 최종 분석 대상들은
Excel 파일에 코딩
- 이 과정에서 동질성 검증 결과는 없지만, 사전점수 N, M,
SD가 있는 논문들은 이를 활용하여 t값을 계산한 후, 동질
할 경우 코딩하고 동질하지 않을 경우 코딩에서 제외하였음
- 역문항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역코딩하였음

<표 Ⅲ-2>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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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검색 및 서지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수집 기준(<표 Ⅲ-2> 참조)으로 검색된 논문들의 서지정보를 수집하였

다. 이때, 검색된 논문이 2,000편 이하일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의 서지정보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된 논문의 서지정보

를 수집하였고, 검색된 논문이 2,000편 이상일 경우, 파이썬(Python) 프

로그램의 BeautifulSoup4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만든 웹 크롤러(부

록4 참조)로 웹 크롤링하여 검색된 논문의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한 서지정보 통합 및 정리’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수집한

서지정보들이 논문 100편당 1개의 Excel 파일로 구성되어 수집된 여러

Excel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Excel의 RDB

Merge Add-in을 활용하여 수집한 서지정보 Excel 파일들을 1개의 파일

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통합한 파일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목을 기준으로 1차 선정’ 단계에서는 제목을 기준으로 수행평

가 여부, 효과 연구 여부 등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

다. 이때, 최대한 누락되는 논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 Excel 프로그램의

Filter 기능을 활용하여 논문 제목에 수행평가 관련 키워드(<표 Ⅲ-3>

참조)가 들어간 모든 논문을 확인하여 수행평가 여부, 효과연구 여부 등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수행평가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

지 않은 논문들 중 수행평가 논문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PICOS 선정 기

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다.

수행평가(수행 평가, 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 performance

evaluation), 포트폴리오(portfolio), 토론, 토의, 실험, 실습, 자기평가

(자기 평가, 자가 평가), 동료평가(동료 평가), 프로젝트, 서술, 논술,

구술, 말하기 평가(말하기평가), 듣기 평가(듣기평가), 실기, 면접, 관

찰(관찰활동, 관찰학습, 관찰수업이 아닌 관찰법, 관찰평가, 자기관

찰), 보고서, 서답형, 일기, 일지, 발표(presentation), 작문 등

<표 Ⅲ-3> 수행평가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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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문을 기준으로 2차 선정’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선정된 논문

들을 하나하나 열람하고,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위주로 본문을 확인하

여 비교집단 존재, 동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등 메타분석에 포함 가

능한 논문인지를 확인하여 논문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 코딩’ 단계에서는 앞서 선정된 논문들

을 코딩표에 기록하고, 코딩표에 기록된 최종 분석 대상들의 정보를

Excel 파일에 코딩하였다. 이때, PICOS 선정 기준 중 하나가 동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였기 때문에 동질성 검증 결과는 필수인데, 동질성 검

증 결과는 없지만 사전점수 N , M, SD가 있는 논문에 한하여, 사전점수

N , M, SD를 활용하여 t값을 계산한 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최

종 분석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점이 ‘매우 그렇다’이고 5점이 ‘매우 그렇지 않다’인 경우와 불안

감변인과 같이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변인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역코

딩하였다.

이러한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측정

평가를 전공한 교육학 박사 2인, 박사과정생 1인 총 3인의 전문가와 검

토하여 선정 기준과 조절변인을 설정하였으며, 문헌 선정 과정에서 누락

되는 논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직 고등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교육

평가 박사과정생 1명이 연구자와 함께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4> 참조).

우선,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PICOS 선정 기준 및 조절변인을 교육측정평가 전공 3명의 전문

가(교육학 박사 2인, 박사과정 1인)와 함께 검토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PICOS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

절 변인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검색어, 수행평가 관련 키워드 등 연구자

가 구상한 전반적인 문헌 선정 과정을 전문가(교육학 박사 2인, 박사과

정 1인)가 검토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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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1

PICOS
선정 기준
및 조절
변인 검토

- 연구자가 설정한 PICOS 선정 기준 및 조절변인을 교육측정
평가 전공 3명의 전문가(교육학 박사 2인, 박사과정 1인)와
함께 검토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PICOS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절 변인을 설정
하였음

2
문헌 선정
과정 논의

- 연구자가 구상한 전반적인 문헌 선정 과정을 전문가(교육학
박사 2인, 박사과정 1인)가 검토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 예컨대, 연구자가 설정한 검색어, 수행평가 관련 키워드 등
에 대해 합의하였음

3
제목을
기준으로
1차 선정

- 논문의 제목을 기준으로 수행평가 여부, 효과 연구 여부 등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논문을 선정한 후,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박사과정 1인)가 연구자
가 선정한 논문과 선정하지 않은 논문을 모두 검토하여, 연
구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
하여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논문들로 1차 선정하였음(1차
선정: 총 733편)

4

본문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2차 선정

- 본문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집단 여부 등 PICOS 선
정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논문을 선정한 후,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박사과정 1인)가 연구자가 선정한
논문과 선정하지 않은 논문을 모두 검토하여, 연구자와 의
견이 일치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하여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논문들로 2차 선정하였음(2차 선정: 총
175편)

5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 코딩

- 연구자가 최종 선정된 논문들을 코딩표와 Excel 파일에 기
록한 후, 다른 전문가(박사과정 1인)와 코딩한 내용을 교차
검토하였음

<표 Ⅲ-4>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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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논문의 제목을 기준으로 수행평가 여부, 효과 연구 여부 등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논문을 선정한 후,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박사과정 1인)가 연구자가 선정한 논문과 선정하

지 않은 논문을 모두 검토하여, 연구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하여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논문들로 1차 선정하

였다(1차 선정: 총 733편). 이후, 본문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집단

여부 등 PICOS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논문을 선정한 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박사과정 1인)가 연구자가 선정한 논문과

선정하지 않은 논문을 모두 검토하여, 연구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하여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논문들로 2차

선정하였다(2차 선정: 총 175편). 끝으로, 연구자가 최종 선정된 논문들

을 코딩표와 Excel 파일에 기록한 후, 다른 전문가(박사과정 1인)와 코딩

한 내용을 교차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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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판 편파 분석

출판 편파(publication bias)는 연구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연구

결가가 출판되거나 출판되지 못하는 오류를 의미하며(Higgins & Green,

2011), 흔히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다른 연구와 달리 편파된 표본

(biased sample)일 경우 메타분석의 결과인 효과 크기도 편파된 결과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Borenstein et al., 2009). 출판 편파는 주로 깔때

기 그림(Funnel plot)의 비대칭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이 연구에서

는 각 연구물의 개별 효과 크기(n=321)에 대한 깔때기 그림과

Trim-and-Fill 방법을 활용하여 출판 편파를 확인하였다([그림 Ⅲ-2] 참

조).

[그림 Ⅲ-2]에서 가장 우측으로 치우쳐진 효과 크기는 최승욱(2012)의

‘수학적 태도’ 효과 크기(g=7.692)로, 효과 크기 Hedges’s g가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최승욱(2012)은 반성적 수학일기가 수학저성취

아의 학업성취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연구 대

[그림 Ⅲ-2] 출판 편파 확인을 위한 깔때기 그림(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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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특수한 집단이고 실험집단 16명, 비교집단 16명 총 32명으로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편파된 효과 크기가 보고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승욱(2012)의 연구 결과에 출판 편파가 있

다고 보고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 총 174편의 연구물(총 319개

의 효과 크기)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분석의 기준이나 내용에 따라 결

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분석 방법으로, 메타분석에서는 주

로 누락된 데이터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각 연구를 하나

씩 제외하였을 때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최종 분석 대상인 174편의 연구의

‘해당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하나씩 제외하여 ‘전체 연구물

(N=174)의 효과 크기의 평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고정효

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효과 크기는 .506~.539, 무선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의 효과 크기는 .566~.587로 나타나 모두 ‘전체 연

구물(N=174)의 효과 크기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민감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 PRISMA 순서도

메타분석 연구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가이드

라인(Moher et al., 2009)은 검색된 연구 중 일차적으로 선별된 연구물의

수,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된 연구물의 수, 메타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

물의 수를 각 단계별로 제외된 이유와 함께 PRISMA　순서도(PRI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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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flow diagram)로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시한 PRISMA 순서도로 나타내면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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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PICOS 선정기준([그림 Ⅲ-1] 참조)을 기반으로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표 Ⅲ-2> 참조)에 따라 총 174편의 연구물(총

319개의 효과 크기)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메타분석에 사용하

였다. 이때, 동일한 연구물의 효과 크기들은 서로 독립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연구물에 2개 이상의 효과 크기가 있을 경우 효과 크기들

을 평균을 내어 메타분석에 포함하였다(Biostat Inc., 2021).

아.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1) 기술통계

최종적으로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의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98편(56.3%),

중학교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43편(24.7%), 고등학교 수행평가 관련 연

구물 33편(19%)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수행평가의 효

과 관련 연구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논문 수 (%)

초등학교 98 (56.3%)

중학교 43 (24.7%)

고등학교 33 (19%)

계 174 (100%)

<표 Ⅲ-5> 학교급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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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 대상의 교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6>와 같다. 구체적

으로, 국어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17편(9.8%), 수학 수행평가 관련 연구

물 33편(19%), 영어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38편(21.8%), 사회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23편(13.2%), 과학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29편(16.7%), 기

술·가정·컴퓨터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12편(6.9%), 예체능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6편(3.4%), 비교과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11편(6.3%), 전교과(초

등)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5편(2.9%)으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어,

기술·가정·컴퓨터, 비교과, 예체능, 전교과(초등) 순으로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연구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논문 수 (%)

국어 17 (9.8%)

수학 33 (19%)

영어 38 (21.8%)

사회 23 (13.2%)

과학 29 (16.7%)

기술·가정·컴퓨터 12 (6.9%)

예체능 6 (3.4%)

비교과 11 (6.3%)

전교과(초등) 5 (2.9%)

계 174 (100%)

<표 Ⅲ-6> 교과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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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7>과 같

다. 구체적으로, 서술형·논술형 평가 관련 연구물 6편(3.4%), 실험·실습·

실기 관련 연구물 6편(3.4%), 일기·일지 관련 연구물 28편(16.1%), 자기

평가 관련 연구물 19편(10.9%), 토의·토론 관련 연구물 24편(13.8%), 포

트폴리오 관련 연구물 27편(15.5%), 프로젝트 관련 연구물 29편(16.7%),

여러 가지 수행평가 방법이 혼용된 경우 관련 연구물 35편(20.1%)으로,

혼용, 프로젝트, 일기·일지, 포트폴리오, 토의·토론, 자기평가, 서술형·논

술형, 실험·실습·실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유형 논문 수 (%)

서술형·논술형 6 (3.4%)

실험·실습·실기 6 (3.4%)

일기·일지 28 (16.1%)

자기평가 19 (10.9%)

토의·토론 24 (13.8%)

포트폴리오 27 (15.5%)

프로젝트 29 (16.7%)

혼용 35 (20.1%)

계 174 (100%)

<표 Ⅲ-7> 수행평가 유형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 63 -

최종 분석 대상의 학습 성과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8>과

같다. 하나의 연구물이 인지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정

의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모두 보고한 경우가 있기 때

문에,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연구물의 효과 크기 평균(N=174) 대신 개별 효과 크

기(n=319)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조

절변인의 빈도분석과 사례수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190개

(59.6%), 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129개(40.4%)로,

인지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

가의 효과 크기보다 사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과 영역 논문 수 (%)

인지적 영역 190 (59.6%)

정의적 영역 129 (40.4%)

계 319 (100%)

<표 Ⅲ-8> 학습 성과 영역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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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9>

와 같다. 구체적으로, 1999년 이전에 시행된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6편

(3.4%), 2000년~2004년에 시행된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43편(24.7%),

2005년~2009년에 시행된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50편(28.7%), 2010

년~2014년에 시행된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43편(24.7%), 2015년~2019년

에 시행된 수행평가 관련 연구물 27편(15.5%), 2020년 이후에 시행된 수

행평가 관련 연구물 5편(2.9%)로, 2005년~2009년, 2000년~2004년, 2010

년~2014년, 2015년~2019년, 1999년 이전, 2020년 이후 순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1)

수행평가 시행 시기 논문 수 (%)

~1999년 6 (3.4%)

2000년~2004년 43 (24.7%)

2005년~2009년 50 (28.7%)

2010년~2014년 43 (24.7%)

2015년~2019년 27 (15.5%)

2020년~ 5 (2.9%)

계 174 (100%)

<표 Ⅲ-9>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1) ‘2020년 이후’ 사례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발간된 연구물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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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분석

학교급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교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

-10>과 같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N (%)

국어 9 (9.2%) 4 (9.3%) 4 (12.1%)

수학 13 (13.3%) 15 (34.9%) 5 (15.2%)

영어 23 (23.5%) 10 (23.3%) 5 (15.2%)

사회 14 (14.3%) 3 (7%) 6 (18.2%)

과학 18 (18.4%) 8 (18.6%) 3 (9.1%)

기술·가정·컴퓨터 3 (3.1%) 2 (4.7%) 7 (21.2%)

예체능 3 (3.1%) 1 (2.3%) 2 (6.1%)

비교과 10 (10.2%) 0 (0%) 1 (3%)

전교과(초등) 5 (5.1%) 0 (0%) 0 (0%)

계 98 (100%) 43 (100%) 33 (100%)

<표 Ⅲ-10> 학교급에 따른 교과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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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1>와 같다.

학교급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학습 성과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2>과 같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N (%)

서술형·논술형 4 (4.1%) 0 (0%) 2 (6.1%)

실험·실습·실기 1 (1%) 4 (9.3%) 1 (3%)

일기·일지 21 (21.4%) 6 (14%) 1 (3%)

자기평가 12 (12.2%) 4 (9.3%) 3 (9.1%)

토의·토론 16 (16.3%) 2 (4.7%) 6 (18.2%)

포트폴리오 14 (14.3%) 9 (20.9%) 4 (12.1%)

프로젝트 18 (18.4%) 5 (11.6%) 6 (18.2%)

혼용 12 (12.2%) 13 (30.2%) 10 (30.3%)

계 98 (100%) 43 (100%) 33 (100%)

<표 Ⅲ-11>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 유형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N (%)

인지적 110 (59.1%) 47 (58%) 33 (63.5%)

정의적 76 (40.9%) 34 (42%) 19 (36.5%)

계　 186 (100%) 81 (100%) 52 (100%)

<표 Ⅲ-12> 학교급에 따른 학습 성과 영역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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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

면 <표 Ⅲ-13>과 같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N (%)

~1999년 2 (2%) 4 (9.3%) 0 (0%)

2000년~2004년 23 (23.5%) 15 (34.9%) 5 (15.2%)

2005년~2009년 26 (26.5%) 11 (25.6%) 13 (39.4%)

2010년~2014년 26 (26.5%) 7 (16.3%) 10 (30.3%)

2015년~2019년 18 (18.4%) 5 (11.6%) 4 (12.1%)

2020년~ 3 (3.1%) 1 (2.3%) 1 (3%)

계　 98 (100%) 43 (100%) 33 (100%)

<표 Ⅲ-13>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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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4>과 같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N (%) N (%) N (%) N (%) N (%)

서술형·논술형 0 (0) 3 (9.1) 1 (2.6) 1 (4.3) 0 (0)

실험·실습·실기 0 (0) 0 (0) 0 (0) 0 (0) 5 (17.2)

일기·일지 1 (5.9) 7 (21.2) 12 (31.6) 2 (8.7) 4 (13.8)

자기평가 4 (23.5) 5 (15.2) 5 (13.2) 2 (8.7) 3 (10.3)

토의·토론 7 (41.2) 1 (3) 3 (7.9) 2 (8.7) 4 (13.8)

포트폴리오 1 (5.9) 3 (9.1) 5 (13.2) 5 (21.7) 5 (17.2)

프로젝트 3 (17.6) 2 (6.1) 4 (10.5) 6 (26.1) 2 (6.9)

혼용 1 (5.9) 12 (36.4) 8 (21.1) 5 (21.7) 6 (20.7)

계 17 (100) 33 (100) 38 (100) 23 (100) 29 (100)

구분

기술·가정
·컴퓨터

예체능 비교과
전교과
(초등)

전체

N (%) N (%) N (%) N (%) N (%)

서술형·논술형 0 (0) 0 (0) 1 (9.1) 0 (0) 6 (3.4)

실험·실습·실기 0 (0) 1 (16.7) 0 (0) 0 (0) 6 (3.4)

일기·일지 0 (0) 1 (16.7) 1 (9.1) 0 (0) 28 (16.1)

자기평가 0 (0) 0 (0) 0 (0) 0 (0) 19 (10.9)

토의·토론 1 (8.3) 0 (0) 6 (54.5) 0 (0) 24 (13.8)

포트폴리오 5 (41.7) 1 (16.7) 1 (9.1) 1 (20) 27 (15.5)

프로젝트 5 (41.7) 1 (16.7) 2 (18.2) 4 (80) 29 (16.7)

혼용 1 (8.3) 2 (33.3) 0 (0) 0 (0) 35 (20.1)

계 12 (100) 6 (100) 11 (100) 5 (100) 174 (100)

<표 Ⅲ-14>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 유형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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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교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5>과 같다.

구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N (%) N (%)

국어 19 (10%) 18 (14%)

수학 33 (17.4%) 17 (13.2%)

영어 54 (28.4%) 28 (21.7%)

사회 25 (13.2%) 16 (12.4%)

과학 33 (17.4%) 20 (15.5%)

기술·가정·컴퓨터 10 (5.3%) 9 (7%)

예체능 3 (1.6%) 8 (6.2%)

비교과 5 (2.6%) 12 (9.3%)

전교과(초등) 8 (4.2%) 1 (0.8%)

계 190 (100%) 129 (100%)

<표 Ⅲ-15>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교과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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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유형별 분포를 살

펴보면 <표 Ⅲ-16>과 같다.

구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N (%) N (%)

서술형·논술형 6 (3.2%) 3 (2.3%)

실험·실습·실기 6 (3.2%) 3 (2.3%)

일기·일지 37 (19.5%) 25 (19.4%)

자기평가 21 (11.1%) 16 (12.4%)

토의·토론 19 (10%) 16 (12.4%)

포트폴리오 28 (14.7%) 21 (16.3%)

프로젝트 35 (18.4%) 22 (17.1%)

혼용 38 (20%) 23 (17.8%)

계 190 (100%) 129 (100%)

<표 Ⅲ-16>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 유형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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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 분포

를 살펴보면 <표 Ⅲ-17>과 같다.

구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N (%) N (%)

~1999년 6 (3.2%) 2 (1.6%)

2000년~2004년 53 (27.9%) 29 (22.5%)

2005년~2009년 50 (26.3%) 42 (32.6%)

2010년~2014년 45 (23.7%) 28 (21.7%)

2015년~2019년 31 (16.3%) 21 (16.3%)

2020년~ 5 (2.6%) 7 (5.4%)

계　 190 (100%) 129 (100%)

<표 Ⅲ-17>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 유형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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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교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8>과 같다.

구분
~1999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N (%) N (%) N (%)

국어 1 (16.7%) 2 (4.7%) 7 (14%)

수학 3 (50%) 6 (14%) 8 (16%)

영어 1 (16.7%) 10 (23.3%) 9 (18%)

사회 0 (0%) 10 (23.3%) 5 (10%)

과학 1 (16.7%) 10 (23.3%) 7 (14%)

기술·가정·컴퓨터 0 (0%) 2 (4.7%) 4 (8%)

예체능 0 (0%) 1 (2.3%) 2 (4%)

비교과 0 (0%) 1 (2.3%) 5 (10%)

전교과(초등) 0 (0%) 1 (2.3%) 3 (6%)

계 6 (100%) 43 (100%) 50 (100%)

구분
2010년~2014년 2015년~2019년 2020년~

N (%) N (%) N (%)

국어 4 (9.3%) 2 (7.4%) 1 (20%)

수학 12 (27.9%) 4 (14.8%) 0 (0%)

영어 10 (23.3%) 7 (25.9%) 1 (20%)

사회 3 (7%) 4 (14.8%) 1 (20%)

과학 5 (11.6%) 5 (18.5%) 1 (20%)

기술·가정·컴퓨터 5 (11.6%) 1 (3.7%) 0 (0%)

예체능 1 (2.3%) 1 (3.7%) 1 (20%)

비교과 2 (4.7%) 3 (11.1%) 0 (0%)

전교과(초등) 1 (2.3%) 0 (0%) 0 (0%)

계 43 (100%) 27 (100%) 5 (100%)

<표 Ⅲ-18>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교과별 최종 분석 대상 분포(N=174)



- 73 -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최종 분석 대상의 수행평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9>과 같다.

구분
~1999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N (%) N (%) N (%)

서술형·논술형 0 (0%) 1 (2.3%) 3 (6%)

실험·실습·실기 0 (0%) 1 (2.3%) 4 (8%)

일기·일지 0 (0%) 2 (4.7%) 7 (14%)

자기평가 0 (0%) 6 (14%) 6 (12%)

토의·토론 1 (16.7%) 1 (2.3%) 9 (18%)

포트폴리오 3 (50%) 14 (32.6%) 5 (10%)

프로젝트 0 (0%) 4 (9.3%) 6 (12%)

혼용 2 (33.3%) 14 (32.6%) 10 (20%)

계 6 (100%) 43 (100%) 50 (100%)

구분
2010년~2014년 2015년~2019년 2020년~

N (%) N (%) N (%)

서술형·논술형 2 (4.7%) 0 (0%) 0 (0%)

실험·실습·실기 0 (0%) 1 (3.7%) 0 (0%)

일기·일지 10 (23.3%) 8 (29.6%) 1 (20%)

자기평가 4 (9.3%) 2 (7.4%) 1 (20%)

토의·토론 6 (14%) 6 (22.2%) 1 (20%)

포트폴리오 4 (9.3%) 0 (0%) 1 (20%)

프로젝트 10 (23.3%) 8 (29.6%) 1 (20%)

혼용 7 (16.3%) 2 (7.4%) 0 (0%)

계 43 (100%) 27 (100%) 5 (100%)

<표Ⅲ-19>수행평가시행시기에따른수행평가유형별최종분석대상분포(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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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효과 크기 산출

메타분석 연구의 경우, 메타분석에 사용되는 논문들의 사례수, 단위 등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효과를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단위인 효과 크기를 주로 사용한다. 효과 크기는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표시하여 공통된 지수

로 변환한 값으로, 대표적으로 Cohen’s d와 Hedges’s g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어떤 연구 간에도 척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과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Cohen’s d는 통합표준편차()를 분모에 대입해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차이를 나누는 방법으로(수식 14 참조), 0.3 보다 작으면 작

은 크기, 0.5 정도를 중간 크기. 0.8 보다 클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

한다(Cohen, 1988).

′  




  









수식 14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
 실험집단의 크기  통제집단의 크기


실험집단의 분산 
통제집단의 분산

Hedges’s g는 Cohen’s d가 사례수가 작은 경우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Cohen이 제안한 d에 교정지수 J를 곱함

으로써 교정한 것이다(수식 15, 수식 16 참조). 사례수가 20 이하일 경우,

Hedges‘s g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교정할 수 있고, 사례수가 20 이상일

경우, Cohen‘s d와 Hedges‘s g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므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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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s d와 같이 0.3 보다 작으면 작은 크기, 0.5 정도를 중간 크기. 0.8

보다 클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Cohen, 1988; Hedges, 1981;

Hedges & Olkin, 1985).

  ×    수식 15

  


or


 수식 16

교정지수 효과크기

아울러 국내 교육학 분야의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

(김지원, 원효헌, 2014; 노민정, 유진은, 2016; 박도순, 김종필, 양길석,

2002; 이재호, 김동일, 2014; 홍소영, 2018)가 효과 크기로서 Hedges’s g

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작은 경우, 과

대평가 되는 경향을 보정하기 위해, Hedges’s g로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

다.

더하여,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효과 크기에 대한 가정을 정하

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선택한 후,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산출한다. ‘전

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은 ‘각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한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의미하

며, 계산 공식은 수식 17과 같다. 이때, 가중치는 분산의 역수를 의미하

며, 가중치가 클수록 연구의 표본이 크거나 정밀성이 높고, 신뢰구간이

짧은 것을 의미한다.

 


수식 17

이 연구의 분석 대상들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연구

되어, 각 분석대상의 효과 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

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전체 연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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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크기의 평균은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중 어떤 모형을 선택

했느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고정효과모형의 전체 연구

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계산식은 가중치 계산 시 분산을 연구 내 분산으

로 계산하고, 무선효과모형의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계산식은

가중치 계산 시 분산을 연구 내 분산과 연구 간 분산의 합으로 계산한

다. 즉, 무선효과모형은 연구 간 분산을 고려하여, 무선효과모형의 분산

은 연구 내 분산인 
와 연구 간 분산인  의 합인 교정된 역변량 가

중치인 
를 사용하는 것이다.

무선효과모형의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과 신뢰구간 계산 공

식은 다음과 같다(Borenstein et al., 2009). 이때, 

 는 연구 내 분산인


와 연구 간 분산인  의 합,  은 가중된 평균(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 는 연구 i의 효과 크기, 
 은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

의 평균의 분산, 
 과 

 은 95% 신뢰구간의 상한(Upper Limit)과

하한(Lower Limit)을 의미한다.







 

 
 

 


 







  






 
  


  







 

    수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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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질성 및 이질성 검증

앞서 모집단의 효과 크기에 대한 가정을 정하여 고정효과모형과 무선

효과모형 중 무선효과모형을 선택했지만, 동질성 검증 및 이질성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도 이질적인 모집단의 효과 크기를 추정한 것인지, 이질

적인 게 맞다면 이질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

해, 동질성 검증에는 Q값을 사용하고, 동질성 검증이 기각되어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면   통계치와   통계치를 활용하여 이질성 검증을 하

게 된다.

통계량 Q값은 각 효과 크기들의 관찰된 분산, 즉 표집오차 분산과 실

제 연구 간 분산을 모두 포함하는 총분산을 의미하며(수식 19 참조), Q

통계치의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포함된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이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때 동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Higgins et al., 2003).


  




 

  




 

 수식 19

가중치 효과크기′ 

  통계치는 실제 서로 다른 모집단 효과 크기에 의한 분산, 즉 연구

간 분산(실제 분산)을 의미하며, 고정효과모형에서만 계산할 수 있다.

  통계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수식 20 참조).

 





수식 20

관찰된분산  자유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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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치는 전체 관찰 분산 중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

제 분산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수식

21 참조). 아울러  이 25%일 때 작은 크기의 이질성, 50% 일 때 중간

크기의 이질성, 75%일 때 큰 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Higgins et al., 2003).

 


× 수식 21

관찰된분산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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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절 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는 이질성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해, 메타ANOVA를 활용하여 하위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황성동,

2015),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메타회귀분석은 조절변인이 연속형 변

인일 경우 주로 활용하지만, 범주형인 조절변인을 더미변인으로 변환하

여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을

더미(dummy) 변인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절변인은 연구 수준의 변인으로 연구 간 분산(true variance)만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분산에 대해 설명하는 1차 연구에서의 OLS 회

귀분석과 달리 실제 분산(true variance)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은

수식 22 및 수식 23과 같다.

total true variance

true variance explained
수식 22

  


 


 


 


  





 수식 23

라. 분석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프로그램(Biostat Inc., 2021)을 사용하였다. CMA 3.0 프로그램은 메

타분석 연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효과 크기 검증, 민감도 분석, 동질

성 검증, 이질성 검증, 메타회귀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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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추진 절차

이 연구의 연구 추진 절차는 [그림 Ⅲ-4]과 같다.

단계 내용 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

메타분석, 수행평가, 수행평가의 효과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분석 대상 선정

및 정리

분석 대상

선정 기준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

구체화 -
PICOS 선정 기준 구체화

분석 대상

선정

검색 및 서지정보 수집

Excel,

Python

수집한 서지정보 통합 및

정리

제목을 기준으로 1차 선정

본문을 기준으로 2차 선정

분석 대상

코딩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

코딩
Excel

데이터 오류

검증

출판 편파 분석
CMA 3.0

민감도 분석

⇩

메타분석

실시

효과 크기

계산
Hedges’s g 계산

CMA 3.0
동질성 및

이질성 검증
Q,   ,   등 계산

조절 효과

검증
조절효과검증

⇩

결과 정리 논문 작성 연구결과 정리 및 논문 작성

[그림 Ⅲ-4] 연구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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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물 174편에서 총 319개의

개별 효과 크기를 Hedges’s g로 산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들은

각기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연구되었으므로 각 연구의 효

과 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선효과

모형을 통해 산출한 효과 크기를 채택하였다.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표 Ⅳ-1>와 같다.

무선효과 모형을 통한 효과 크기 산출 결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583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519, 상한값 .647로 나타

났다.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Hedges & Olkin(1985)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수행평가는 학습 성과에 중간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효과 크기가 .583이라는 결과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차이가 1표준편차의 1000분의 583이라는 의미이므로(Cohen, 1988; Lietz,

2006), 이는 수행평가를 실시한 반과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반 모두

모형 N
Hedges’

s g
S.E.

C.I[95%] Q

(df)
   

Lower Upper

고정

효과
174 .521 .017 .487 .555

586.446***

(173)
70.5% .126

무선

효과
174 .583 .033 .519 .647

***p<.001

<표 Ⅳ-1>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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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성적의 표준편차가 10일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한 반의 수학 성적

평균이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반의 수학 성적 평균보다 5.83점 높다

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74편의 연구가 동질한 모집단에 근거하는지를 보기 위해 동질성 검사

를 분석한 결과, 동질성 검정 통계랑 Q값은 586.446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p<.001), 174개의 연구가 동일한 모집단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질성 분석 결과, 연구 간 분산인  는 .126이며, 실제 분산

의 정도인  는 70.5%로 나타나, 174개의 연구가 큰 크기의 이질성을 가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iggins & Green, 2011).

174편의 연구물의 효과 크기를 숲 그림(forest plot)으로 나타내면 [그

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숲 그림(N=174)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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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숲 그림 부분(N=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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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숲 그림 부분(N=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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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숲 그림 부분(N=3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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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숲 그림 부분(N=3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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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숲 그림 부분(N=3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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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숲 그림 부분(N=2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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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변인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조절변인(moderator)은 연구 간 효과 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설명해줄 수 있는 연구 수준의 변인을 의미한다.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

기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이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메타분석에서는 조절효과분석을 통해 전체 연구물

의 효과 크기의 평균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효과

크기의 차이를 설명한다.

앞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3인과 논의

하여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을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로 정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행평가

의 효과 크기는 .638,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412, 고등학교 수

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659로 나타났으며, 모든 학교급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 Hedges & Olkin(1985)의 해석 기준

학교급 N
Hedges’s

g
S.E.

C.I[95%] Q

(df)Lower Upper

초등학교 98 .638 .042 .556 .720
9.868**

(2)
중학교 43 .412 .064 .288 .537

고등학교 33 .659 .078 .507 .811
**p<.01

<표 Ⅳ-2>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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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모든 학교급의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중간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효과 크기는 고등학교(.659), 초등학교(.638), 중학교

(.412)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 내 무선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within subgroups)

과 하위집단 간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between subgroups)

을 혼합한 혼합효과 모형(mixed-effects model)을 통한 하위집단 간 동

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검증 통계랑 Q값은 9.8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를 통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학교

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학교급 간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이때,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은 중학교

집단이었다2).

분석 결과, 초등학교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2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p<.01), 고등학교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242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즉, 초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중

2) 집단에 따른 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모든 집단의 효과 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집단별로 차이가 유의한지 차별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효과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삼아 효

과 크기가 가장 작은 집단과 각 집단의 효과 크기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았음

변수 회귀계수 S.E. Z p
C.I[95%]

Lower Upper

상수 .412*** .062 6.61 .000 .290 .534

초등학교 .227** .076 2.99 .003 .078 .376

고등학교 .242* .096 2.51 .012 .053 .430
*p<.05; **p<.01; ***p<.001

<표 Ⅳ-3> 메타회귀분석 결과(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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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의 차이와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

다.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scatter plot)는 [그림 Ⅳ

-8]과 같다.

각 원은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를 의미하고, 각 선은 각 학교급별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초

등학교와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비해,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

과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8]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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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

다.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국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705, 수학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332, 영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462, 사회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622, 과학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595, 기술·가정·컴퓨터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894, 예체능의

효과 크기는 1.119, 비교과의 효과 크기는 .760, 전교과(초등)의 효과 크

기는 .650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교과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볼 수 있고, Hedges & Olkin(1985)의 해석 기준에 따라 기술·가

정·컴퓨터와 예체능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큰 수준으로, 수학 수행평

가의 효과 크기는 작은 수준으로, 그 외 교과의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중간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효과 크기는 예체능(1.119), 기

술·가정·컴퓨터(.894), 비교과(.760), 국어(.705), 전교과(초등)(.650), 사회

교과 N Hedges’s g S.E.
C.I[95%] Q

(df)Lower Upper

국어 17 .705 .065 .576 .833

48.201***

(8)

수학 33 .332 .040 .253 .411
영어 38 .462 .042 .380 .544
사회 23 .622 .049 .527 .718
과학 29 .595 .099 .401 .789

기술·가정·

컴퓨터
12 .894 .184 .533 1.254

예체능 6 1.119 .399 .337 1.901
비교과 11 .760 .108 .549 .971
전교과

(초등)
5 .650 .214 .231 1.070

***p<.001

<표 Ⅳ-4>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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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과학(.595), 영어(.462), 수학(.332)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효과 모형을 통한 하위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검증 통

계랑 Q값은 48.2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를

통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교

과 간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교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Ⅳ-5> 참조). 이때,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은 수학 집단

이었다3).

분석 결과, 국어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3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1), 영어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100으로 통계적으로 유

3) 집단에 따른 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모든 집단의 효과 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집단별로 차이가 유의한지 차별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효과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삼아 효

과 크기가 가장 작은 집단과 각 집단의 효과 크기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았음

변수 회귀계수 S.E. Z p
C.I[95%]

Lower Upper

상수 .371*** .070 5.29 .000 .234 .509

국어 .338** .122 2.78 .005 .100 .577

영어 .100 .096 1.04 .297 -.088 .287

사회 .256* .109 2.36 .018 .043 .469

과학 .201* .102 1.98 .048 .002 .399

기술·가정·컴퓨터 .420** .138 3.05 .002 .151 .690

예체능 .771*** .181 4.26 .000 .416 1.126

비교과 .401** .143 2.80 .005 .121 .681

전교과(초등) .275 .195 1.41 .158 -.107 .657
*p<.05; **p<.01; ***p<.001

<표 Ⅳ-5> 메타회귀분석 결과(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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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256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과학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2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기술·가정·컴퓨터 더미변인

의 회귀계수는 .4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1), 예체능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7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비교과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4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1), 전교과(초등) 더미변인의 회귀계수는 .2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컴퓨터, 예체능, 비교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다른 교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만, 영어, 전교과(초등)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다른 교과 수행평가

의 효과 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scatter plot)는 [그림 Ⅳ-9]

와 같다.

각 원은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를 의미하고, 각 선은 각 교과별 전

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학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가장 작고, 예체능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9] 교과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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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

-6>과 같다.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서술형·논술

형 평가의 효과 크기는 .561, 실험·실습·실기 평가의 효과 크기는 .674,

일기·일지 평가의 효과 크기는 .646, 자기평가의 효과 크기는 .377, 토의·

토론 평가의 효과 크기는 .683, 포트폴리오 평가의 효과 크기는 .618, 프

로젝트 평가의 효과 크기는 .620, 여러 가지 수행평가 유형을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 크기는 .517로 나타났으며, 모든 수행평가 유형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

4) 일기 및 자기평가, 서술형 및 연구보고서,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 등 여러 가

지 수행평가 유형을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의미함

수행평가 유형 N
Hedges’s

g
S.E.

C.I[95%] Q

(df)Lower Upper

서술형·논술형 6 .561 .095 .375 .748

13.278

(7)

실험·실습·실기 6 .674 .276 .132 1.216

일기·일지 28 .646 .100 .450 .841

자기평가 19 .377 .060 .259 .495

토의·토론 24 .683 .092 .502 .863

포트폴리오 27 .618 .088 .446 .790

프로젝트 29 .620 .068 .487 .753

혼용4) 35 .517 .076 .369 .665

<표 Ⅳ-6>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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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수행평가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 Hedges &

Olkin(1985)의 해석 기준에 따라 자기평가의 효과 크기는 작은 수준으로,

그 외 수행평가 유형의 효과 크기는 중간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

울러, 효과 크기는 토의·토론(.683), 실험·실습·실기(.674), 일기·일지

(.646), 프로젝트(.620), 포트폴리오(.618), 서술형·논술형(.561), 혼용(.517),

자기평가(.377)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효과 모형을 통한 하위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검증 통

계랑 Q값은 13.2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66). 이를 통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수행평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수행평가 유형 간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는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scatter plot)는

[그림 Ⅳ-10]과 같다.

각 원은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를 의미하고, 각 선은 각 수행평가

유형별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평가의 효과 크기가 가장 작고, 토의·토론 수행평가의 효과 크

기가 가장 크지만, 전반적으로 수행평가 유형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0]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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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5)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인지적 영

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542, 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606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학습 성과 영역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학습 성과 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 Hedges & Olkin(1985)의 해

석 기준에 따라 인지적 영역과 인지·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

과 크기는 중간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효과 크기는 정의적

영역(.606)이 인지적 영역(.54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효과 모형을 통한 하위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검증 통

계랑 Q값은 1.4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224). 이를 통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학습 성과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학습 성과 영역 간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 하나의 연구물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모두에 대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보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효과 크기들을

평균 내어 각 연구물의 효과 크기 평균(N=174)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Biostat

Inc., 2021). 하지만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인지적 영

역과 정의적 영역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야 하므로 개별 효과 크기(n=319)

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례수가 다름

학습 성과 영역 N
Hedges’s

g
S.E.

C.I[95%] Q

(df)Lower Upper

인지적 영역 190 .542 .028 .488 .596 1.476

(1)정의적 영역 129 .606 .045 .517 .695

<표 Ⅳ-7>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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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scatter plot)는

[그림 Ⅳ-11]과 같다.

각 원은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를 의미하고, 각 선은 각 학습 성과

영역별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인지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크지만, 전반적으로 학습 성과 영역 간 차이

가 두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1]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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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6).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1999년 이전

에 수행된 연구물의 효과 크기는 .354,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연

구물의 효과 크기는 .576,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된 연구물의 효과

크기는 .597,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연구물의 효과 크기는 .64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연구물의 효과 크기는 .535, 2020년 이후

에 수행된 연구물의 효과 크기는 .440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수행평가 시

행 시기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

고, Hedges & Olkin(1985)의 해석 기준에 따라 모든 시기의 효과 크기

는 중간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효과 크기는 2010년~2014년

(.645), 2005년~2009년(.597), 2000년~2004년(.576), 2015년~2019년(.535),

6) 전체적인 사례수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구분하였음

수행평가

시행 시기
N

Hedges’s

g
S.E.

C.I[95%] Q

(df)Lower Upper

~ 1999년 6 .354 .136 .088 .621

4.858

(5)

2000년~2004년 43 .576 .071 .437 .716

2005년~2009년 50 .597 .053 .493 .701

2010년~2014년 43 .645 .076 .497 .793

2015년~2019년 27 .535 .074 .390 .680

2020년 ~ 5 .440 .139 .168 .712

<표 Ⅳ-8>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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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440), ~1999년(.354)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효과 모형을 통한 하위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검증 통

계랑 Q값은 4.8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433).

이를 통해,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모든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만, 수행평가 시행 시기 간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scatter

plot)는 [그림 Ⅳ-12]과 같다.

각 원은 개별 연구물의 효과 크기를 의미하고, 각 선은 각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 전체 연구물의 효과 크기의 평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수행평가 시행 시기 간 효과 크기 차이가 두드러

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2]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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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논의

1. 요약

수행평가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이나 유형에 대해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 등을 제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

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수행평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가

서로 일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활용하여 수

행평가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

행평가의 효과의 크기에 대한 조절변인들을 탐색하여 수행평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조절변인(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가?

분석 대상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1994년 1월부터 2021년 4월

까지 보고된 국내학위논문 25,867편(초등학교 12,282편, 중학교 6,449편,

고등학교 7,136편), 국내학술논문 4,164편(초등학교 1,995편, 중학교 994

편, 고등학교 1,175편), 총 30,031편이었고, 최종 분석 대상은 PICOS 선

정기준(Wood & Mayo-Wilson, 2012)에 따라 선정한 총 174편의 연구물

(총 321개의 효과 크기)이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는 .583으

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연구 간의 이질성은 큰 것으로 나타

났다(p<.001). 구체적으로, 메타분석을 통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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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결과 .583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519, 상한값

.647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질성 검증 결과, Q값이 586.446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p<.001) 최종 분석 대상의 효과 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구 간의 이질성 정도는

연구 간 분산인  이 .126, 전체 관찰 분산 중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이 70.5%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학교급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구체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고등학교(.659), 초등학교(.638), 중

학교(.412)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메타회귀분

석 결과, 초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교과에 따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교과에 따른 수행

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예체능(1.119), 기술·가정·컴퓨터(.894),

비교과(.760), 국어(.705), 전교과(초등)(.650), 사회(.622), 과학(.595), 영어

(.462), 수학(.332)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메타

회귀분석 결과,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컴퓨터, 예체능, 비교과 수행

평가의 효과 크기가 다른 교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전교과(초등)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

는 다른 교과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

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 유형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토의·토론(.683), 실험·실습·

실기(.674), 일기·일지(.646), 프로젝트(.620), 포트폴리오(.618), 서술형·논

술형(.561), 혼용(.517), 자기평가(.377)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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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학습 성과 영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 성과 영

역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정의적 영역(.592)에 대

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인지적 영역(.551)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섯째, 조절변인 중 하나인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2010년~2014년

(.645), 2005년~2009년(.597), 2000년~2004년(.576), 2015년~2019년(.535), 2020

년~(.440), ~1999년(.354) 순으로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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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고, 조

절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어 온 수행평가에 대한 효과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정리한 결과,

수행평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수행되어 왔으므로 수행평가가 학습 성

과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김수정, 심현섭, 2020; 김효선, 오영열,

2014; 이현정, 이혜자, 2007; 한종임, 2020 등), 수행평가가 학습 성과 향

상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강순희, 홍혜인, 2006; 김영례, 이용진, 이상혁,

2010; 조인록, 선광식, 지은림, 2009 등) 등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혼

재되어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기법을 통해 수행평가의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

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수행평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를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실시할 근

거를 제공한다.

둘째, 수행평가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수

행평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 수업에서의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았다고 보

고한 황승욱과 김영식(2017)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지

만, 이 연구에서는 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등 다양한 교

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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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아울러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학교 수행평가 효과에 대한 연구물들이 다른 학교급의

수행평가 효과에 대한 연구물들에 비해 교과별 효과 연구에서 상대적으

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수학 교과를 다룬 연구물이 많았고

(<표 Ⅲ-10>, <표 Ⅳ-4> 참조), 학습 성과 영역별 효과 연구에서 상대

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인지적 영역에 대한 효과를 다룬 연

구물이 많아서(<표 Ⅲ-12>, <표 Ⅳ-7> 참조), 이러한 연구물들의 특성

이 중학교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수행평가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예체능, 기술·가정·컴퓨터, 비교과, 국어, 전교과, 사회, 과

학, 영어, 수학 순으로 수행평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교

과에서 수행평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으로 수행평가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수행평가 유형인 토

의·토론을 다룬 수학과 연구물은 1편(3%), 실험·실습·실기를 다룬 수학

과 연구물은 0편(0%)인 반면, 상대적으로 수행평가의 효과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난 수행평가 유형인 자기평가를 다룬 수학과 연구물은 5편

(15.2%), 혼용한 경우를 다룬 수학과 연구물은 12편(36.4%)인 것이 부분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표 Ⅲ-14>, <표 Ⅳ-6> 참조).

넷째, 수행평가의 모든 유형은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행평가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수행평가 유형이 학습 성과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는 결과는 서술형 영상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등이 학습

성과 영역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황승욱과 김영식(2017)의

연구 결과와 토의·토론(박일수, 2012), 자기평가(홍소영, 2018), 프로젝트

(유동현, 최지연, 2013) 등이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메타분석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행평가 유형을 적극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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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수행평가는 모든 학습 성과 영역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학습 성과 영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 교과의 수행평가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

역에서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황승욱과 김영식(2017)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학생의 인지적 영역 및

정의적 영역 향상을 위해서는 수행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수행평가는 모든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서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행평가 시행 시기 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시행 시

기와 무관하게 모든 시기에서 꾸준하게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활용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수행평가는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를 보이며, 어떤 학교급, 어

떤 교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나, 수행평가 유

형이나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라서는 그 효과의 크기

가 유사하므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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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약 30년 동안 축적된 100편 이상의 연구물을 대상으

로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수행평가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가 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최대한 누락하지 않기 위해 초기 검색어를 광범위하게 설

정하여 1994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이루어진 교육 평가 및 효과

관련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총 30,031편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이 연구에서 전문가 3인과 함께 마련한 체계적인 최종 분석 대상

선정 과정에 따라 PICOS 선정 기준(Wood & Mayo-Wilson, 2012)을 기

반으로 연구자와 전문가 1인이 함께 메타분석에 포함될 최종 분석 대상

으로 총 174편의 연구물(총 319개의 효과 크기)을 선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수행평가의 효과에 관한 누적된 다양한 선행연구 결

과들을 종합하여 그 효과의 크기를 산출하는 통계 기법인 메타분석을 활

용하여 총 174편의 연구물(총 319개의 효과 크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수행평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조절 변인인 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 따른 학습

성과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 교과, 수행평

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에서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수행평

가의 가치 및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에 대한 조절변인들을 탐색하여

수행평가가 어떤 학교급에서, 그리고 어떤 교과에서 좀 더 효과적인지

밝힘으로써 학교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수행평가의 효과적인 실시 방

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컨대, 수행평가

는 모든 학교급과 모든 교과에서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 교과보다 예체능 교과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초등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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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예체능 교과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

며,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중학교와 수학 교과에서 수

행평가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넷째, 이 연구는 메타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

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이 연구에서 활

용한 메타분석 기법은 다양한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를 종합·정리

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교육학 분야에서 메타

분석 기법의 활용성을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해 1994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이루어진 수행평

가 관련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시·도교육청이나 정책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 현장

에 도입된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므로 국내 수행평가 관련 선행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국외 수행평가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및 국외 수행평가 효과 간의 공통점 및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메타분석에 포함될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PICOS 선정 기준(Wood &

Mayo-Wilson, 2012)을 활용하였으며,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이루어진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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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나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 등 다양한 설계 유형을 포함한 선행연구

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감정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수행평가의 유용성

등을 질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주로 양적인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평가

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행평가의 유용함을 밝혔다. 후속연구에서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분

석한 조절변인(학교급, 교과, 수행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평가

시행 시기) 각각에 대해 양적인 메타분석과 질적인 메타분석(박지애, 소

경희, 2015; Hunt, 1997)을 병행하는 혼합적인 접근을 통해 심층적인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예체능 교과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가 수학 교과에 대한 수행평가의 효과 크기보다 더 큰 이유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 등을 함으로써 학교급별 및 교과별 세

부적인 수행평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끝으로,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실시된 수행평가 효과 관련 선행연구들이 누적되면 새로

운 학습 생태계 속에서 시행된 수행평가의 효과는 학교급별, 교과별, 수

행평가 유형별, 학습 성과 영역별, 수행평가 시행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

지는지 등을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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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1
최윤정(2007). 수학일기를 활용한 자기평가 방법이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2
최종훈(2009). 포트폴리오 적용 사회과 수업이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역사영역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3
최한식(2000). 새로운 평가 방법으로서의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
연구 : 상업계 고등학교 무역 업무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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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2005). 소설 신문 만들기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소설
감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5
한용준(2002). 포트폴리오 평가가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 6학년 사회과 역사수업을 중심으로.
서울敎育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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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한종임(2020). 토론 기반 영어 읽기 및 쓰기 학습 활동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성, 영어 쓰기 및 창의력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7(2), 67-89.

168 한지혜(2006). 고등학생의 사회과목 수행평가가 학습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9
허양원(2007). 수학 일지쓰기 활동이 수학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0
홍성희(2016). 영어독서 후 성찰일지 쓰기가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1
홍안나(2013). 시각자료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수업이 고등학생의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업성취도와 인식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2
황덕진(2002). 敎師의 受業 計劃에 의한 敍述形 포트폴리오 평가
적용의 效果 : 중학교 1學年 數學 敎科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3
황민섭(2013). 수학그림일기 쓰기 활동이 수학 문장제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4
황숙균(1999). 중학교 1학년 수학과에서 심화반을 대상으로 한
수행평가의 실시와 그 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5 황재문(1998). 포트폴리오 평가가 중학교 영어학습자의 독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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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코딩지

 No. 
저자 출판연도

연구제목
키워드

출판유형
평가 유형 주교과

학년 교육기간
실험설계 (1) 통제집단 유/무(  )   (2) 사전/사후검사(  ) 

종속변인1 변인군 분류(인지/정의) 검사도구

집
단 N 사전 t 사후 t 기타M SD M SD
실
험
비
교

종속변인2 변인군 분류(인지/정의) 검사도구

집
단 N 사전 t 사후 t 기타M SD M SD
실
험
비
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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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최종 분석 대상 코딩표(N=175, n=321)

○ 출판 편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메타분석에서 제외한 최승욱(2012)의 효과 크기도 포함된 코딩표임

○ 학교급 :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 교과 : 국어=1, 수학=2, 영어=3, 사회=4, 과학=5, 기술가정컴퓨터=6, 예체능=7, 비교과=8, 전교과(초등)=9

○ 수행평가 유형 : 서술형·논술형=1, 실험·실습·실기=2, 일기·일지=3, 자기평가=4, 토의·토론=5, 포트폴리오=6,

프로젝트=7, 혼용=8

○ 학습 성과 영역 : 인지적 영역=1, 정의적 영역=2

○ 수행평가 시행 시기 : ~1999년=1, 2000년~2004년=2, 2005년~2009년=3, 2010년~2014년=4, 2015년~2019년=5, 2020년~=6

○ 역코딩한 데이터는 종속변인에 * 표시하였음

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 강동호(2016) 과학성취도 70 20 33 59.76 21.736 41 2 5 7 1 5

2 강순실(201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59.9 25.77 95 146.87 30.92 97 1 6 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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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3
강순희,홍혜

인(2006)
과학 학업성취도 55.08 29.23 61 27.11 24.25 67 2 5 2 1 3

4
강순희,홍혜

인(2006)
과학적 사고력 31.98 15.75 61 26.14 15.56 67 2 5 2 1 3

5
강순희,홍혜

인(2006)
과학과 관련된 태도 45.9 8.87 61 46.42 8.01 67 2 5 2 2 3

6 강은영(2001) 학업성취도 10.4 3.62 35 7.03 2.33 34 1 5 6 1 2

7 강주희(2013)
태양계의 구성원에 대한

개념
5.29 0.46 24 5.04 0.36 24 1 5 6 1 4

8 강주희(2013)
행성의 상대적인 거리,

크기에 대한 개념
13.92 2 24 12.71 1.42 24 1 5 6 1 4

9 곽민숙(2007) 학업성취도 15.06 3.076 31 14.16 3.751 31 1 5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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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0 곽민숙(2007) 과학과 관련된 태도 3.55 0.459 31 3.34 0.572 31 1 5 3 2 3

11 곽민숙(2007) 과학 학습 동기 3.29 0.338 31 3.15 0.448 31 1 5 3 2 3

12 곽민숙(2007) 과학 교과 불안도 완화* 3.92 0.563 31 3.67 0.664 31 1 5 3 2 3

13 곽은영(2008) 수학적 성향 69 13.65 32 62.97 19.14 32 2 2 4 2 3

14 곽은영(2008) 학업성취도 77.59 20.86 32 71.19 22.03 32 2 2 4 1 3

15 김경아(2006) 영어능력 201.7 47.05 31 202.25 47.69 31 1 3 4 1 3

16 김동희(2006) 학업성취도 73.4 21.129 30 60.67 24.414 30 1 2 1 1 3

17 김동희(2006) 흥미 31.93 6.762 30 28.07 4.719 30 1 2 1 2 3

18 김동희(2006) 자기주도적 학습력 82.33 14.528 30 74.83 13.539 30 1 2 1 1 3

19 김래희(2016) 사회적 능력 5.08 0.42 29 4.66 0.46 29 1 4 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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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0 김명자(2008) 환경 인식 134.45 18.24 32 112.63 15.8 31 1 8 5 2 3

21 김미경(2002) 학업성취 26.83 7.85 40 21.22 7.47 40 1 4 8 1 2

22 김미경(2002) 학습태도* 2.83 0.45 40 2.81 0.54 40 1 4 8 2 2

23 김민지(2019) 수학적 태도 73.56 13.059 116 71.84 13.015 116 2 2 3 2 5

24 김민혜(2016) 학업성취도 85.71 14.67 42 77.33 22.34 43 1 5 5 1 5

25 김바래(2011) 학습 태도 3.12 0.63 29 2.88 0.57 29 2 1 3 2 4

26 김바래(2011) 불안 해소* 3.16 0.77 29 3.08 0.55 29 2 1 3 2 4

27 김바래(2011) 학업성취도 78.97 18.32 29 71.52 21.76 29 2 1 3 1 4

28 김석기(2002) 학업 성취도 66.55 14.38 42 58.69 13.62 42 1 5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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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9 김석기(2002) 과학적 태도 118.05 11.39 42 112.5 13.55 42 1 5 4 2 2

30 김선(2000) 듣기 능력 14.89 2.54 30 12.69 3.71 30 2 3 8 1 2

31 김선희(2005) 중요회화 표현 지필평가 76.18 16.25 56 76.02 16.23 58 3 3 8 1 3

32 김선희(2005)
영어학습태도, 동기,

흥미도*
3.87 0.58 57 3.27 0.74 57 3 3 8 2 3

33 김성욱(2011) 메타인지 3.69 0.5 27 3.26 0.69 26 1 4 7 1 4

34 김세기(2005) 학업성취도 73.9667
17.393

71
60 64.2034

18.678

57
60 3 6 7 1 3

35 김수정(2019) 문제해결능력 4.34
0.3481

8
22 3.35

0.4085

6
22 3 6 7 1 5

36 김수정(2019) 의사소통능력 3.98
0.2961

8
22 3.1

0.3347

1
22 3 6 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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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37 김수진(2012) 학업성취도 79.24 11.458 29 73.92 17.616 24 1 2 4 1 4

38 김아롱(2019) 수학적 성향 81.82 16.737 23 70.08 19.752 23 1 2 5 2 5

39 김아롱(2019) 수학적 문제해결력 70.39 8.494 23 64.26 10.66 23 1 2 5 1 5

40 김애자(2005) 학습태도 3.87 0.87 34 3.76 0.95 67 2 6 6 2 3

41 김애자(2005)
교우관계에 대한 학생의

태도
3.6 0.75 34 3.4 0.87 67 2 6 6 2 3

42 김애자(2005)
컴퓨터교사에 대한

학생의 태도
3.91 0.71 34 3.45 0.97 67 2 6 6 2 3

43 김애자(2005) 문제해결력 72.39 20.01 34 70.76 19.34 67 2 6 6 1 3

44 김연경(2007) 미술표현능력 20.7 2.893 40 20.31 2.525 39 1 7 8 1 3

45 김연경(2007) 미술과 학습태도 40.35 6.371 40 33.41 7.772 39 1 7 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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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46 김연수(2019) 장애수용태도 118.21 18.86 33 106 28.53 31 1 8 7 2 5

47 김영례(2010) 과제수행능력 37.83 3.71 36 35.27 3.7 37 3 6 7 1 4

48 김영신(2002) 듣기평가 85.26 11.356 38 80.21 14.878 38 1 3 4 1 2

49
김우경

(2012)
영어 쓰기 능력 12.659 6.183 44 10.553 11.253 47 2 3 3 1 4

50 김윤주(2009) 학업성취도 74.7 21.46 37 68.7 22.34 37 2 2 8 1 3

51 김윤태(2000) 수학적 태도 58.64 16.54 30 58.87 14.78 31 2 2 8 2 2

52 김은미(1999) 과학 개념 7.45 2.45 120 7.51 2.41 121 2 5 5 1 1

53 김은미(2010) 학업성취도 71.77 17.75 35 68.57 17.19 35 3 4 8 1 4

54 김은미(2010) 학습만족도 3.34 0.65 35 2.97 0.82 35 3 4 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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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55 김은영(2004) 학업성취도 12.51 3.43 31 9.81 3.39 32 1 5 6 1 2

56 김은영(2004) 탐구능력 14.77 2.37 31 12.71 3.03 32 1 5 6 1 2

57 김은진(2002) 학습태도 80.32 8.28 38 68.08 9.27 38 1 4 7 2 2

58 김은진(2002) 학업성취 80.79 16.09 38 71.84 14.26 38 1 4 7 1 2

59 김인천(2000) 탐구기능 67.56 11.05 80 58.06 13.42 80 3 4 6 1 2

60 김인천(2000) 학습태도 2.9989 0.467 80 2.6078 0.5477 80 3 4 6 2 2

61 김재석(2006) 토론 능력 148.95 17.55 20 133.84 20.52 19 1 1 5 1 3

62 김재원(2020) 팀효능감 3.834 0.578 25 3.413 0.734 25 1 7 6 2 6

63 김재원(2020) 학습몰입 3.446 0.391 25 3.131 0.287 25 1 7 6 2 6

64 김정수(2018) 비판적 사고 성향 56.313 10.562 16 51.882 8.306 17 1 4 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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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65 김정수(2018) 비판적 사고 기능 60.125 8.913 16 42.235 14.14 17 1 4 5 1 5

66 김정은(2012) 영어에 대한 흥미도 12.77 2.8 31 11.16 3 31 1 3 7 2 4

67 김정은(2012)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 12.74 3 31 12.16 2.8 31 1 3 7 2 4

68 김정은(2012)
영어 수업에 대한

참여도
12.7 3 31 9.77 3.5 31 1 3 7 2 4

69 김정은(2012)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
12.74 3.2 31 11 3.1 31 1 3 7 2 4

70 김정은(2012) 영어 학습능력 87.23 12.03 31 87.16 12.03 31 1 3 7 1 4

71 김정화(2013) 수학 성취도 29
18.044

06
35 19.9143

19.120

93
35 2 2 8 1 4

72
김종백,

우은실(2005)
쓰기능력 9.21 2.12 41 7.2 2.23 42 1 1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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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73
김종백,

우은실(2005)
쓰기효능감 32 4.75 41 30.1 3.53 42 1 1 4 2 3

74 김주환(2012) 성취도 60.4 20.93 43 48.82 20.15 45 3 1 5 1 4

75 김지선(2008) 비판적 사고 성향 85.09 8.538 35 80.63 8.423 35 3 1 5 2 3

76 김지선(2008) 비판적 사고 기능 30.57 9.252 35 27.14 9.4 35 3 1 5 1 3

77 김지연(2001) 과학 개념 이해 52.27 20.06 124 51.41 22.78 79 2 5 4 1 2

78 김지연(2011) 논설문 쓰기 태도 91.4595
12.868

12
37 84.1579

16.901

19
38 2 1 4 2 4

79 김지연(2011) 논설문 쓰기 능력 18.4595
2.7680

2
37 16.5474

3.2251

3
38 2 1 4 1 4

80 김지연(2012) 어휘지식 29.22 10.44 27 24 12.4 27 1 3 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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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81 김지연(2012) 학습 흥미 4.26 0.74 27 3.08 1.09 27 1 3 8 2 4

82 김지은(2001) 수학 학업 성취도 71.38 16.99 39 70.62 17.69 40 1 2 6 1 2

83 김지은(2001) 정의적 영역 3.53 1.05 39 2.97 1.31 40 1 2 6 2 2

84 김지은(2019) 영어 쓰기 능력 66.78 24.38 45 62.1 25.62 50 1 3 7 1 5

85 김지은(2019) 영어 말하기 능력 66.67 26.16 45 56.1 25.2 50 1 3 7 1 5

86
김찬종,

조선형(2002)
과학탐구능력 15.32 3.96 232 15.42 4.13 224 1 5 6 1 2

87 김태용(1998) 수학 학업성취도 66.6047 27.546 43 56.4651 30.189 43 2 2 6 1 1

88 김혜선(2012)
수학 서술형 평가

성취도
36.83 10.161 23 29.13 14.778 23 1 2 3 1 4

89 김혜원(2014) 영어 쓰기 능력 86.06 10.68 50 81.14 9.37 50 1 3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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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90 김혜원(2014) 어휘 지식 89.7 12.95 50 84.5 12.42 50 1 3 3 1 4

91 김혜진(2015) 학업성취도 86.19 9.61 21 77.95 14.85 22 1 2 3 1 5

92 김혜진(2015) 수학적 태도 158.33 26.59 21 138.95 26.99 22 1 2 3 2 5

93 김효선(2014) 문제 해결력 76.48 16.135 23 65.41 19.997 22 1 2 1 1 4

94 김효선(2014) 수학적 성향 79.27 13.843 23 69.43 15.82 22 1 2 1 2 4

95 김흥주(2004) 말하기 성취도 75.1 16.79 40 66.9 18.29 40 1 3 8 1 2

96 남미지(2013) 학습태도 4.33 0.1 28 3.44 0.38 27 3 6 6 2 4

97 남진(1998) 학업 자아관 40.83 5.76 30 40.71 5.65 34 1 1 6 2 1

98 남진(1998) 작문 흥미도 32.2 6.33 30 27 4.92 34 1 1 6 2 1

99 남진(1998) 쓰기 능력 55.93 7.83 30 44.77 8.77 34 1 1 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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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00 노민영(2009) 논술능력 17.98 2.21 15 13.56 1.69 15 3 8 5 1 3

101 류수진(2017)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70.74 8.83 27 67.56 11.59 26 1 3 8 1 5

102 류수진(2017) 영어 능력 83.67 23.72 27 80.04 25.18 26 1 3 8 1 5

103 류신영(2007) 학업성취도(수학) 73.47 17.44 33 68 15.71 35 1 9 7 1 3

104 류신영(2007) 학업성취도(국어) 61.41 16.96 33 54.64 14.98 35 1 9 7 1 3

105 류은순(2009) 영어 학습 태도 및 동기 2.98 0.6 32 2.57 0.57 32 1 3 4 2 3

106 류은순(2009) 영어 학습 자아 존중감 2.8 0.57 32 2.45 0.65 32 1 3 4 2 3

107 류은순(2009) 영어 학습 불안감 완화* 2.12 0.75 32 1.98 0.65 32 1 3 4 2 3

108 류은순(2009)
영어 능력(듣기, 읽기,

쓰기)
47.53 7.42 32 42.72 10.14 32 1 3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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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09 류춘식(2001) 학력 95.12 20.22 41 83.64 25.64 42 3 2 1 1 2

110 마미영(2007) 영어 읽기 시험 성적 74.14 20.62 29 70.36 24.42 26 1 3 3 1 3

111 마미영(2007) 쓰기 평가 성적 66.55 20.36 29 60.71 32.99 26 1 3 3 1 3

112 마민희(2016) 인성 290.65 28.36 23 265.16 48.56 24 1 8 5 2 5

113 문은주(2008) 과학적 태도 77.5 11.86 36 71.4 9.71 37 1 5 7 2 3

114 문은주(2008) 학업성취도 16.55 1.73 36 14.94 2.12 37 1 5 7 1 3

115 민보경(2009) 학업성취도 61.67 15.567 72 50.59 19.385 68 3 4 1 1 3

116 박명순(2007) 영어쓰기능력 72.66 20.65 30 68 21.62 30 1 3 3 1 3

117 박명순(2007)
쓰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
2.69 0.56 30 2.04 0.61 30 1 3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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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18 박명순(2007)
영어 쓰기에 대한

자신감
2.75 0.66 30 2.27 0.7 30 1 3 3 2 3

119 박명순(2007)
영어 일기 쓰기에 대한

흥미도
2.73 0.56 30 1.82 0.6 30 1 3 3 2 3

120 박미애(2001) 영어학습 태도 68.09 14.87 78 66.38 15.2 77 2 3 6 2 2

121 박미애(2001) 영어독해 성취도 54.26 16.21 78 48.47 19.56 77 2 3 6 1 2

122 박미애(2001) 영어독해전략 사용 정도 63.41 12.08 78 59.14 13.86 77 2 3 6 1 2

123 박미희(2003) 학업성취도 82 16.96 38 69.08 20.43 38 1 4 8 1 2

124 박미희(2003) 학습태도 110.95 13 38 100.11 13.85 38 1 4 8 2 2

125 박상호(2002) 비판적 사고 성향 3.46 0.57 44 3.22 0.66 44 1 4 4 2 2

126 박상호(2002) 비판적 사고 기능 34.82 10.84 44 29.66 10.12 44 1 4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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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27 박선주(2017) 읽기 시험 16.38 2.76 26 14.77 2.14 26 3 3 4 1 5

128 박성규(2010) 학업성취도 69.32 25.76 38 59 27.83 38 2 2 8 1 4

129 박성준(2011)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말하기 듣기)
3.129

1.0244

3
31 2.6207

0.9029

2
29 1 2 7 1 4

130 박성준(2011)
수학적 의사소통

수준(읽기 쓰기)
2.7423

1.3093

3
31 1.569

0.7285

5
29 1 2 7 1 4

131 박성준(2011) 수학적 성향* 3.6264
0.5292

5
29 3.4202

0.5670

9
28 1 2 7 2 4

132 박연주(2010) 학업성취도 70.9 20.71 32 59.94 21.98 32 2 2 8 1 4

133 박연주(2014) 흥미도 3.34 0.54 29 3.17 0.65 27 1 3 5 2 4

134 박연주(2014) 참여도 3.64 0.73 29 3.67 0.69 27 1 3 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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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35 박연주(2014) 만족도 3.3 0.71 29 3.36 0.55 27 1 3 5 2 4

136 박영주(2014) 영어토론학습활동 4.87 0.26 50 4.47 0.23 50 3 3 5 1 4

137 박영주(2014) 영어토론학습능력 4.85 0.26 50 4.61 0.32 49 3 3 5 1 4

138 박은경(2000) 기초학력(쓰기) 15.97 2.97 37 13.03 3.16 37 1 9 7 1 2

139 박은경(2000) 기초학력(수학) 17.03 2.66 37 14.92 2.78 37 1 9 7 1 2

140 박은경(2000) 기초학력(읽기) 12.73 1.59 37 11.38 2.43 37 1 9 7 1 2

141 박정현(2005) 학습태도 61.47 15.37 70 56.31 13.14 70 2 4 8 2 3

142 박정현(2005) 학업성취도 83.79 13.03 70 76.71 17.17 70 2 4 8 1 3

143 박주희(2015) 학습몰입도 129.17 16.42 30 113.4 14.83 30 3 4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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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44 박주희(2015) 학업성취도 76.1 22.42 30 63.53 23.3 30 3 4 3 1 5

145 박지영(2011) 영어 쓰기 능력 83.96 16.1 29 73.06 21.77 31 1 3 3 1 4

146 박지영(2011) 흥미도 15.38 2.13 29 12.71 2.7 31 1 3 3 2 4

147 박지영(2011) 자신감 19.14 3.17 29 16.13 2.53 31 1 3 3 2 4

148 박지혜(2014)
서술형 논술형 평가

결과
37.87 20.09 30 25.6 17.75 31 1 3 1 1 4

149 박태휘(2006) 학업성취도 71.29 20.03 35 65.86 21.23 35 3 2 8 1 3

150 박향란(2012) 기하학적 사고 수준 12.88 2.26 25 11.62 1.98 26 1 2 3 1 4

151 박희경(2000) 학업성취도 76.5 13.6 40 70.5 12.2 40 3 6 8 1 2

152 배미희(2001) 영어 쓰기 흥미도 57.47 14.68 30 48.97 16.27 30 1 3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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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53 배미희(2001) 영어 어휘력 14.47 3.88 30 11.4 3.95 30 1 3 3 1 2

154 배원기(2004) 학업성취도 74.02 22.77 40 61.9 24.78 40 2 3 8 1 2

155 변연희(2012) 수학적 태도 117.58 23.505 19 113.42 29.258 19 2 2 3 2 4

156 변연희(2012) 수학 학업성취도 56.11 26.69 19 56.84 26.83 19 2 2 3 1 4

157 변재연(2015) 학업성취도 75.84 14.25 113 76.84 17.11 111 2 2 7 1 5

158 변재연(2015) 수학학습 자신감 67.35
15.541

87891
113 64.03

13.336

41631
111 2 2 7 2 5

159 서안화(2009) 비판적 사고력 16.21 2.79 28 12.07 3.91 28 1 1 5 1 3

160 서정호(2002) 학업성취도 72.36 16.45 37 65.69 16.48 37 1 6 6 1 2

161 서정호(2002) 정의적 영역 3.91 0.35 37 3.76 0.55 37 1 6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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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62 손정훈(2004) 비판적 읽기 능력 17.63 2.98 40 13.36 3.74 39 1 1 5 1 2

163 손정훈(2004)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 판단하기
8.8 1.56 40 6.79 1.66 39 1 1 5 1 2

164 손정훈(2004)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8.82 1.55 40 6.56 2.44 39 1 1 5 1 2

165 손지원(1999) 분수 개념 이해도 123.3 18.88 33 108.18 16.03 33 1 2 8 1 1

166 송은경(2005) 성취도 4.0313
1.9916

7
32 3.8182

2.0070

9
33 2 5 2 1 3

167 신수경(2012) 수학과 학업성취도 91.54 8.96 35 91.88 6.75 33 1 2 4 1 4

168 심주옥(2005) 과학적 태도 3.56 0.43 32 3.43 0.38 35 1 5 8 2 3

169 심주옥(2005) 과학에 대한 태도 3.68 0.36 32 3.6 0.33 35 1 5 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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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70 심주옥(2005) 과학탐구기능 20.8 3.71 32 17.62 4.38 35 1 5 8 1 3

171 심주옥(2005) 과학지식 8.31 1.67 32 7.46 1.74 35 1 5 8 1 3

172 안미경(2002) 학업성취도 80.25 15.52 40 73 15.84 40 1 1 4 1 2

173 안미경(2002) 학문적 자아개념 61.05 9.03 40 52.15 11.24 40 1 1 4 2 2

174 안미경(2002) 학습태도 106.33 11.89 40 98.53 12.62 40 1 1 4 2 2

175 안미경(2002) 학습습관 116.85 18.46 40 103.03 16.19 40 1 1 4 2 2

176 안수연(2002) 말하기 능력 5.59 2.51 58 4.63 2.05 60 2 3 3 1 2

177 안수연(2002) 쓰기 능력 4.38 2.28 58 3.45 1.95 60 2 3 3 1 2

178 안인희(2010) 성취 동기 3.29 0.6 28 2.78 0.44 27 1 8 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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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79 양우열(2010) 창의성 35.6 10.67 10 16.27 8.81 11 1 6 6 1 4

180 오수미(2014) 영어 학업성취도 92.39 8.4 30 88.22 7.5 30 1 3 3 1 4

181 오승희(2005) 흥미 동기 35.63 8.39 38 29.11 6.76 37 1 8 5 2 3

182 오정현(2000) 수학적 태도 116.58 19.45 38 108.63 20.22 38 2 2 6 2 2

183 오정현(2000) 학업성취도 53.9 32.41 38 51.68 50.24 38 2 2 6 1 2

184 우명복(2007) 단원성취도 4.96 1.23 28 4.54 1.4 28 2 5 2 1 3

185 원은숙(2008) 성태도(성폭력 태도)* 2.02 0.81 33 1.89 0.56 34 3 6 5 2 3

186 원은숙(2008) 성태도(양성평등의식) 4.39 0.46 33 4.17 0.49 34 3 6 5 2 3

187 원은숙(2008) 성태도(성적의사결정능력) 4.38 0.36 33 4.43 0.43 34 3 6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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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88 윤경희(2006) 영어듣기능력평가 9.36 3.66 59 7.72 3.43 60 3 3 6 1 3

189 윤명자(2015) 교과자아개념 3.86 0.5 32 3.29 0.75 33 2 1 7 2 5

190 윤명자(2015) 자아존중감 4.35 0.48 32 3.9 0.63 33 2 1 7 2 5

191 윤명자(2015) 말하기 불안 심리 해소* 4.06 0.42 32 3.59 0.66 33 2 1 7 2 5

192 윤명자(2015) 말하기 능력 20.06 3.64 32 16.18 3.96 33 2 1 7 1 5

193 이나리(2010) 비판적 사고 성향 71.56 6.68 39 68 7.959 41 3 7 7 2 4

194 이나리(2010) 비판적 사고 기능 58.05 10.988 39 50.63 9.874 41 3 7 7 1 4

195 이대한(2014) 과학 태도 3.97 0.05 44 3.84 0.04 65 1 5 3 2 4

196 이명숙(2015) 학업성취도 70.66 14.905 22 75.04 18.21 24 1 5 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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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197 이미경(2000) 독해 전략 활용도 10.41 3.09 34 6.76 3.56 34 2 3 6 1 2

198 이미경(2000) 영어 읽기 능력(독해력) 65.29 14.56 34 60.51 12.69 34 2 3 6 1 2

199 이미경(2000) 정의적 영역 3.01 0.48 34 2.42 0.48 34 2 3 6 2 2

200 이민지(2018) 목표지향성 3.412 0.469 55 3.238 0.655 56 1 3 4 2 5

201 이민지(2018) 학습주도성 3.752 0.556 55 3.469 0.607 56 1 3 4 2 5

202 이민지(2018) 학업성취도 88.727 13.444 55 87.41 13.839 56 1 3 4 1 5

203 이민지(2018) 동기 2.963 0.466 55 2.864 0.677 56 1 3 4 2 5

204 이상규(2020) 자기조절학습능력 3.3 0.778 23 3.036 0.783 21 1 4 4 1 6

205 이상규(2020) 학업적 흥미 2.952 1.466 23 2.464 1.243 21 1 4 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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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06 이상규(2020) 학업성취도 9.435 3.072 23 8.786 2.447 21 1 4 4 1 6

207 이상은(2002) 학업성취도 63.6765
19.232

7
34 55.5882

17.045

6
34 3 5 8 1 2

208 이상은(2002) 과학탐구능력 24 3.7335 34 22.1765 4.5023 34 3 5 8 1 2

209 이상은(2002) 과학에 대한 학습태도*
114.382

4

18.944

9
34

109.205

9

26.194

8
34 3 5 8 2 2

210 이상훈(2002) 지식 습득 능력 68.07 11.46 13 64.23 11.33 13 1 4 7 1 2

211 이선희(2007)
체육학습에 대한

참여태도
4 0.37 31 3.23 0.3 31 1 7 3 2 3

212 이선희(2007) 체육학습에 대한 만족도 2.47 0.32 31 1.94 0.37 31 1 7 3 2 3

213 이수경(2006) 학업성취도 76.72 15.44 32 69.53 18.68 32 3 2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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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14 이순희(2001) 학업성취도 15.13 3.16 40 12.28 2.93 40 1 5 8 1 2

215 이순희(2001) 학습태도 78.78 5.99 40 75.83 5.11 40 1 5 8 2 2

216 이승순(2002) 학업성취도 28.75 3.25 29 25.09 5.41 29 1 4 6 1 2

217 이승우(2000) 학습태도 3.65 0.21 98 2.75 0.26 99 2 7 8 2 2

218 이승우(2000) 배구 인지적 능력 70.26 11.04 98 57.17 8.87 99 2 7 8 1 2

219 이승화(2019) 과학학습 동기 3.89 0.648 25 3.24 0.677 26 1 5 3 2 5

220 이승화(2019) 생태적 감수성 3.62 0.292 25 3.12 0.828 26 1 5 3 2 5

221 이승화(2019) 과학 학업성취도 88.6 8.357 25 80.58 16.872 26 1 5 3 1 5

222 이연재(2003) 기초 탐구능력 14.25 2.07 40 11.53 2.74 40 1 5 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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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23 이연재(2003) 과학적 태도 69 10.06 40 64.33 10.13 40 1 5 8 2 2

224 이연주(2003) 듣기평가 87.03 12.82 32 78.59 18.28 32 2 3 8 1 2

225 이연주(2003) 학업성취도 84.81 16.97 32 75.31 25.64 32 2 3 8 1 2

226 이인호(2020) 과학 학업성취도 80.71 8.89 28 70.89 16.28 28 1 5 3 1 6

227 이인호(2020) 과제집착력 3.84 0.58 28 3.39 0.57 28 1 5 3 2 6

228 이정욱(2017)
연기표현성 및

연기학습효능감
178.57 29.46 23 166.96 36.41 23 3 7 2 2 5

229 이정현(2008) 학업성취도 36.1 1.76 30 30.8 2.39 30 1 5 2 1 3

230 이준호(2013) 영어학습주도성 준비도 3.32 0.49 22 3.15 0.44 20 1 3 7 2 4

231 이준호(2013) 영어 성취도 74.89 13.03 22 61.95 18.32 20 1 3 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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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32 이지현(2000) 수학적 성향 57.04 15.73 48 56.18 17.23 45 2 2 4 2 2

233 이지현(2000) 학업성취도 51.09 31.75 48 50.28 28.26 45 2 2 4 1 2

234

이지현,

남정희,

문성배(2003)

과학성취도 13.2439 4.1548 41 11.9024 4.352 41 2 5 2 1 2

235

이지현,

남정희,

문성배(2003)

정의적 영역 123.293 22.41 41 108.317 22.238 41 2 5 2 2 2

236 이지혜(2002) 과학에 대한 태도 131.41 19.53 87 126.68 17.81 87 2 5 6 2 2

237 이지혜(2002) 학업성취도 64.11 23.72 87 56.61 28.14 87 2 5 6 1 2

238 이태희(2007)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130.5 8.633 30 108.966 18.711 30 1 9 7 1 3

239 이현정(2007) 학습태도 17.33 2.38 76 15.71 2.33 76 2 6 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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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40 이희경(2020) 학습태도 3.2 0.68 24 3.17 0.67 24 2 1 7 2 6

241 이희경(2020) 학습습관 3.14 0.67 24 3.07 0.55 24 2 1 7 2 6

242 이희경(2020) 학업성취 51.4 8.78 24 48.59 11.09 24 2 1 7 1 6

243 이희경(2020)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3.13 0.67 24 3.13 0.62 24 2 1 7 2 6

244 임은정(2008) 읽기 능력 9.344 1.153 35 8.563 1.795 29 1 3 3 1 3

245 임은정(2008) 쓰기 능력 6.719 2.63 35 4.813 2.055 29 1 3 3 1 3

246 임은정(2008) 자유작문 능력 5.656 3.096 35 5.594 2.961 29 1 3 3 1 3

247 임혜정(2007) 영작문에 대한 흥미도 96.55 19.49 40 76.26 28.38 40 2 3 6 2 3

248 임혜정(2007) 영작문에 대한 자신감 38.05 11.46 40 26.98 12.29 40 2 3 6 2 3

249 임혜정(2007) 영작문 능력 66.87 24.45 40 54.73 23.99 40 2 3 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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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50 임희영(2006) 학업성취도 67.3 15.71 33 59.8 17.8 33 2 2 8 1 3

251 장영란(2015) 문법 평가 10.3 1.93 30 8.57 1.72 26 2 3 3 1 5

252 장영란(2015)
영어 학습 전반에 대한

흥미 및 태도
24.77 10.5 30 23.85 4.19 26 2 3 3 2 5

253 장영란(2015) 자기주도적 학습 22.7 4.21 30 20.15 5.49 26 2 3 3 1 5

254 장영란(2015) 어휘평가 17.7 3.76 30 14.58 3.52 26 2 3 3 1 5

255 장은미(2000) 영어 말하기 학습성취도 33.97 15.3 41 29.45 10.75 41 1 3 8 1 2

256 장은미(2000) 영어 듣기 학습 성취도 80.24 15 41 79.2 16.34 41 1 3 8 1 2

257 장은미(2000) 영어 학습 태도 및 흥미 39.21 6.925 41 36.2 6.235 41 1 3 8 2 2

258 장은주(2015)
사회과 선택형

학업성취도
91.29 8.45 62 86.29 11.05 62 1 4 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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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59 장은주(2015)
사회과 서술형

학업성취도
40.19 6.74 62 35 6.16 62 1 4 3 1 5

260 장은주(2015) 학습태도 149.03 17.95 62 139.51 23.37 62 1 4 3 2 5

261 장하라(2017) 감정표현불능증 완화* 4 0.53 28 3.38 0.55 29 1 8 3 2 5

262 장하라(2017) 쓰기 기초학력 87.79 15.09 28 85.86 14.5 29 1 8 3 1 5

263 전병이(2011) 창의력 3.17 0.82 30 3.07 0.78 30 1 9 6 1 4

264 전병이(2011) 학습흥미도 3.3147 0.53 30 3.341 0.74 30 1 9 6 2 4

265 전순영(2003) 학습태도 3.49 0.35 38 3.38 0.55 38 2 4 7 2 2

266 전순영(2003) 학업성취도 11.85 1.98 38 9.36 2.62 38 2 4 7 1 2

267 전유상(2016) 쓰기 능력 73 26.17 24 73.13 31.68 24 1 3 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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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68 전혜진(2017) 과학적 개념 7.52 1.26 25 6.68 1.7 25 1 5 8 1 5

269 전혜진(2017) 과학 관련 태도 151.28 12.79 25 141.16 14.63 25 1 5 8 2 5

270 정모아(2014)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3.46 0.5 36 3.11 0.57 68 1 4 7 1 4

271 정미진(2012) 논술 쓰기 능력 22.33 3.5 29 19.58 3.04 29 1 1 5 1 4

272 정애진(2011) 메타인지능력 3.39 0.39 38 3.15 0.41 40 3 5 4 1 4

273 정애진(2011) 유전개념 점수 9.42 2.45 38 8.1 3.07 40 3 5 4 1 4

274 정주영(2008) 사회 학습흥미도 37.65 4.46 37 35.76 5.58 37 2 4 5 2 3

275 정주영(2008) 사회 학업성취도 78.24 18.75 37 75.27 18.71 37 2 4 5 1 3

276 조남희(2003) ICT 교육에 대한 태도 3.71 0.39 40 3.51 0.47 40 1 8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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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77 조남희(2003) ICT 소양 성취도 66.45 15.23 40 57.9 14.47 40 1 8 6 1 2

278 조성만(2008) 논술 쓰기 능력 61.57 11.75 35 51.31 14.96 36 3 1 8 1 3

279 조성만(2008) 논술 쓰기 태도 49.89 7.07 35 45.8 8.15 36 3 1 8 2 3

280

조인록,

선광식,

지은림(2009)

글쓰기 능력 3.73 0.789 29 2.86 0.979 29 1 1 4 1 3

281 조지숙(2017)
논증적 글쓰기 능력

검사
38.15 7.71 23 32.02 7.59 23 1 1 5 1 5

282 진수용(2008) 문제해결능력 3.07 0.437 36 2.71 0.698 36 1 9 7 1 3

283 천정길(2008) 환경 친화적 태도 123.09 17.6 31 116.78 15.84 31 1 8 1 2 3

284 최미영(2011) 말하기 평가 14 1.845 38 12.53 3.696 38 1 8 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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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85 최미영(2011) 흥미도 22.63 2.813 38 19 5.575 38 1 8 7 2 4

286 최미영(2011) 자신감 7.11 2.264 38 6.61 2.667 38 1 8 7 2 4

287 최미영(2011) 참여도 12.97 1.924 38 10.63 3.467 38 1 8 7 2 4

288 최미영(2011) 듣기 평가 94.61 5.248 38 89.74 12.678 38 1 8 7 1 4

289 최선희(2014) 환경소양 144.12 27.469 25 133.79 14.679 24 1 5 5 2 4

290 최수진(2012) 수학 학업성취도 74.65 24.71 28 66.28 24.4 31 3 2 8 1 4

291 최승욱(2012) 학업성취능력 74.69 17.269 16 67.19 15.913 16 1 2 3 1 4

292 최승욱(2012) 수학적 태도 142.93 4.85 16 112.62 2.446 16 1 2 3 2 4

293 최아람(2009) 영어 읽기 능력 17.57 3.104 30 14.27 3.814 30 1 3 3 1 3

294 최아람(2009) 영어 쓰기 능력 12.23 5.637 30 8.9 6.002 30 1 3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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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295 최영숙(2008) 환경소양 82.579 6.418 70 77.557 6.973 70 1 8 5 2 3

296 최윤정(2007) 수학적 흥미도 및 성향 52.27 11.37 60 50.25 9.31 60 3 2 8 2 3

297 최종훈(2009) 사회과 학업성취도 88.63 12.28 32 80.67 20.56 30 1 4 6 1 3

298 최한식(2000)
무역 업무의 흥미 및

태도
31.4 9.9 51 16.8 5.51 50 3 4 6 2 2

299 최한식(2000) 학업성취도 58.2 17.67 51 45.71 19.66 50 3 4 6 1 2

300 한영진(2005) 소설 감상 태도 3.17 0.59 30 2.8 0.43 38 3 1 7 2 3

301 한영진(2005) 소설감상능력 68.8 10.784 30 58.42 13.685 38 3 1 7 1 3

302 한용준(2002) 역사적 사고력 19.95 6.42 40 16.2 6.03 40 1 4 6 1 2

303 한유진(2013) 과제 수행 능력 31.28 6.188 25 28.08 3.135 25 3 6 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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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304 한종임(2020) 창의성 지수 102.63 19.59 24 96.89 28.88 21 3 3 5 1 6

305 한지혜(2006) 흥미 3.2629
0.4484

3
68 3.2188

0.4573

1
68 3 4 8 2 3

306 한지혜(2006) 참여도 3.2702
0.4268

3
68 2.7886

0.5193

4
68 3 4 8 2 3

307 한지혜(2006) 사회 학업성취도 85.7412
13.434

42
68 78.6015

13.916

77
68 3 4 8 1 3

308 허양원(2007) 수학 학업성취도 69.41 18.44 29 64.1 18.68 29 1 2 3 1 3

309 허양원(2007) 학습태도* 124.55 23.88 29 134.66 25.95 29 1 2 3 2 3

310 홍성희(2016) 자기주도 학습* 2.6585 0.5803 25 2.6009 0.4042 25 1 3 3 1 5

311 홍성희(2016) 어휘 습득 능력 64.64 29.11 25 61.4 29.84 25 1 3 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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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종속변인

처치 통제
학교

급
교과

수행

평가

유형

학습

성과

영역

수행

평가

시행

시기
M SD N M SD N

312 홍성희(2016) 영어 학업성취도 80.384 22.177 25 79.23 29.109 25 1 3 3 1 5

313 홍안나(2013) 학업성취도 12.08 7.548 63 12.65 6.284 60 3 5 8 1 4

314 홍안나(2013)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29.94 5.282 63 27.72 5.946 60 3 5 8 2 4

315 황덕진(2002) 수학적 성향 80.31 10.79 36 73.81 11.12 36 2 2 8 2 2

316 황덕진(2002) 수학과 학습 태도 136 16.53 36 126.61 23.8 35 2 2 8 2 2

317 황덕진(2002) 수학과 학업 성취도 71.78 17.24 36 66.36 13.02 36 2 2 8 1 2

318 황민섭(2013) 학업성취(도형) 8.1 1.15 25 7.08 1.29 26 1 2 3 1 4

319 황민섭(2013) 학업성취(수와연산) 7.92 1.52 25 6.21 1.9 26 1 2 3 1 4

320 황숙균(1999) 학업성취도 75.04 13.02 23 74.48 15.42 25 2 2 8 1 1

321 황재문(1998) 독해능력 74.77 19.21 74 69.01 18.74 76 2 3 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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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파이썬(Python) 코드

1. 코드(1)

- 제목, 저자, 발행연도,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초록 등 추출

import requests
from multiprocessing import pool
from tqdm import tqdm
from time import sleep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as bs
import urllib.request
import re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import pandas as pd
from flask import Flask
import datetime
import os
import getpass

def isEnglishCount(input_s):
reg = re.compile(r'[a-z]')
count = 0
for c in input_s:

if reg.match(c):
count += 1

return True if count > 0 else False

def get_URL(page):
url_before_page =

"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
&viewYn=OP&query=&queryText=znAll%2C%ED%9A%A8%EA%B3%BC
%40op%2COR%40znAll%2C%EC%98%81%ED%96%A5%40op%2CAND%40
znAll%2C%ED%8F%89%EA%B0%80%40op%2CAND%40znAll%2C%EC%B
4%88%EB%93%B1%ED%95%99%EA%B5%90&iStart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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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_after_page =
"&iGroupView=5&icate=re_a_kor&colName=bib_t&exQuery=&exQueryText
=&order=%2FASC&onHanja=false&strSort=DATE&pageScale=10&orderBy=
&fsearchMethod=&isFDetailSearch=&sflag=1&searchQuery=&fsearchSort=&
fsearchOrder=&limiterList=&limiterListText=&facetList=&facetListText=&f
searchDB=&resultKeyword=&pageNumber=1&p_year1=1994&p_year2=2021
&dorg_storage=&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bun=&learn
ing_type=&language_code=&ccl_code=&language=&inside_outside=&fric_yn
=&image_yn=&regnm=&gubun=&kdc=&ttsUseYn="

URL = url_before_page + page + url_after_page
return URL

def get_link(csv_name, page_num):
for i in range(page_num):

current_page = i * 10
URL = get_URL(str(current_page))
source_code_from_URL = urllib.request.urlopen(URL)
soup = bs(source_code_from_URL, 'lxml', from_encoding='utf-8')

for j in range(10):
paper_link = soup.select('li>div.cont>p.title>a')[j]['href']
paper_url = "http://riss.kr" + paper_link

reference_data = get_reference(paper_url)

save_csv(csv_name, reference_data)

def get_reference(URL):
driver_path = os.path.join("C:\chromedriver_win32", "chromedriver")
driver = webdriver.Chrome(driver_path,

options=webdriver.ChromeOptions().add_argument("headless"))
driver.get(URL)
html = driver.page_source
soup = bs(html, "html.parser")

title = soup.find("h3", "title")

reg = re.compile(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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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tle 을 = 기준으로 자름
title_txt = title.get_text("", strip=True).split("=")

if len(title_txt) >= 2:
title_kor = re.sub("\n\b", "", str(title_txt[0]).strip())
title_eng = str(title_txt[1]).strip()

else:
tiltleTag = re.sub("\n\b", "", str(title_txt[0]).strip())
if isEnglishCount(tiltleTag):

title_kor = "null"
title_eng = tiltleTag

else:
title_kor = tiltleTag
title_eng = "null"

txt_box = []
txt_Title = []

textboxTotal = soup.find("div", "content additionalInfo")
if(textboxTotal != None):

textboxTitle = textboxTotal.find_all("p", "title")
txt_kor = "null"
txt_eng = "null"
txt_content = "null"
for text in textboxTotal.find_all("p", "title"):

txt = text.get_text("", strip = True)
txt_Title.append(txt)

for text in soup.find_all("div", "text off"):
txt = text.get_text("", strip=True)
txt_box.append(txt)

for i in range(0, len(txt_box)):
if(txt_Title[i] == "국문 초록 (Abstract)"):

txt_kor = txt_box[i]
elif(txt_Title[i]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xt_eng = txt_box[i]
elif(txt_Title[i] == "목차 (Table of Contents)"):

txt_content = txt_bo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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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txt_kor = "null"
txt_eng = "null"
txt_content = "null"

detail_box = []
detail_info = soup.select(

"#soptionview > div > div.thesisInfo > div.infoDetail.on >
div.infoDetailL > ul > li > div > p"

)

for detail in detail_info:
detail_content = detail.get_text("", strip=True)
detail_wrap = []
detail_wrap.append(detail_content)
detail_box.append(detail_wrap)

author = ",".join(detail_box[0])
book = (

"".join(detail_box[2] + detail_box[3]).replace("\n",
"").replace("\t", "").replace(" ", "")

+ "p."
+ "".join(detail_box[-2])

)
keyword = ",".join(detail_box[6])

reference_data = pd.DataFrame(
{

"저자": [author],
"국문 제목": [title_kor],
"영문 제목": [title_eng],
"수록지": [book],
"핵심어": [keyword],
"국문 요약": [txt_kor],
"영문 요약": [txt_eng],
"링크": [U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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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close()

return reference_data

def save_csv(csv_path, data):
csv = csv_path.replace("/", "\\")

if os.path.isfile(csv_path):
data.to_csv(csv, mode='a', header=False, index=False, encoding =

'UTF-8')
else:

data.to_csv(csv, mode='w', header=True, index=False, encoding =
'UTF-8')

def riss_crawler(keyword, url, paper_per_page, last_paper_num):
# 워크북 불러와서 sheet 설정
df = pd.DataFrame()

# crawling
for i in tqdm(range(0, last_paper_num, paper_per_page)):

html = requests.get(url.format(str(i))).text

bshtml = bs(html)
bf_title = bshtml.select('p.title > a')
bf_writers = bshtml.select('span.writer > a')
bf_assigend = bshtml.select('span.assigned > a')
bf_year = bshtml.select('p.etc > span:nth-of-type(3)')

# 논문 링크 추출
paper_url_list = []
try:

for each in range(paper_per_page):
get_href = bshtml.select('li > div.cont > p.title >

a')[each]['href']
paper_url_list.append("http://riss.or.kr" + get_href)

except IndexError:
print('URL crawling i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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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_page_list = []

for j, k, l, m, n in zip(bf_title, bf_writers, bf_assigend, bf_year,
paper_url_list):

tmp = []
tmp.append(j.text)
tmp.append(k.text)
tmp.append(l.text)
tmp.append(m.text)
tmp.append(n)
one_page_list.append(tmp)

df_temp = DataFrame(one_page_list, columns=['Title', 'Writer',
'Assigned', 'Year', 'URL'])

df = df.append(df_temp)

df.columns = 'Title Writer Assigned Year URL'.split()
df = df.reset_index(drop=True)

today = str(datetime.datetime.now())[2:10].replace('-', '')

df.to_excel(f'{keyword} 크롤링결과{today}.xlsx')
return df

get_link("파일명.cs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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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2)

- 제목, 저자, 발행연도, 발행기관, URL 추출

# Import Library
import urllib.request
import re
import requests
import datetime
import pandas as pd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 from openpyxl import load_workbook
from tqdm import tqdm
from time import sleep

#함수 정의
from pandas import DataFrame
def riss_crawler(keyword, url, paper_per_page, last_paper_num):

df=pd.DataFrame()

# crawling 파트
for i in tqdm(range(0,last_paper_num, paper_per_page)):

html=requests.get(url.format(str(i))).text

bs=BeautifulSoup(html)
bf_title=bs.select('p.title > a')
bf_writers=bs.select('span.writer > a')
bf_assigend=bs.select('span.assigned > a')
bf_year=bs.select('p.etc > span:nth-of-type(3)')

# 논문 링크 추출
paper_url_list=[]
try:

for each in range(paper_per_page):



- 179 -

get_href=bs.select('li > div.cont > p.title >
a')[each]['href']

paper_url_list.append("http://riss.or.kr"+ get_href)
except IndexError:

print('URL crawling is done')

one_page_list = []

for j, k, l, m, n in zip(bf_title, bf_writers, bf_assigend, bf_year,
paper_url_list):

tmp= []
tmp.append(j.text)
tmp.append(k.text)
tmp.append(l.text)
tmp.append(m.text)
tmp.append(n)
one_page_list.append(tmp)

df_temp = DataFrame (one_page_list, columns=['Title',
'Writer','Assigned', 'Year', 'URL'])

df =df.append(df_temp)

df.columns = 'Title Writer Assigned Year URL'.split()
df = df.reset_index(drop=True)

today=str(datetime.datetime.now())[2:10].replace('-','')
df.to_excel(f'{keyword} 크롤링결과{today}.xlsx')
return df

#각 페이지별 추출 코드
riss_crawler('파일명,
'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Y&searchGubun=true&
viewYn=OP&queryText=znAll%2C%ED%9A%A8%EA%B3%BC%40op%2C
OR%40znAll%2C%EC%98%81%ED%96%A5%40op%2CAND%40znAll%2C%
ED%8F%89%EA%B0%80%40op%2CAND%40znAll%2C%EC%B4%88%EB%
93%B1%ED%95%99%EA%B5%90&strQuery=&exQuery=&exQueryText=&o
rder=%2FASC&onHanja=false&strSort=DATE&p_year1=1994&p_year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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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artCount=0&orderBy=&mat_type=&mat_subtype=&fulltext_kind=&t_gu
bun=&learning_type=&ccl_cod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gu
bun=&kdc=&ttsUseYn=&fsearchMethod=&sflag=1&isFDetailSearch=N&pag
eNumber=&resultKeyword=&fsearchSort=&fsearchOrder=&limiterList=&limi
terListText=&facetList=&facetListText=&fsearchDB=&icate=re_a_kor&colN
ame=re_a_kor&pageScale=100&isTab=Y&regnm=&dorg_storage=&language
=&language_code=&clickKeyword=&relationKeyword=&query=',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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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Hyun-Gyung Ya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 assessment,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1990s as a new alternative to the multiple-choice item test, is an

evaluation method in which the teacher professionally judges the

student's knowledge, skills, attitude, etc. by looking at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student's learning tasks. For the past 30 years,

performance assessment is still one of the main concerns of education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implement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and treated as a research topic by many

researchers.

It is very important to unravel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to diagnose the methods of performance assessment

currently implement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o

suggest ways of improvement related to performance assess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becaus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which have been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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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arious researchers for a long time, have been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meta-analysis.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organiz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atically and exploring moderators on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meta-analysis.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large is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Second, how different is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moderators(school, subject, performance assessment type,

achievement domain, publication date)?

30,031 papers (Korean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 25,867,

Korean academic articles : 4,164), reported from January 1994 to April

2021, were collected as primary analysis data. Primary analysis data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ICOS selection criteria, and outliers

were removed using publication bias analysis. Finally, 174 studies

(319 effect sizes) were analyzed using meta-analysis. In this study,

publication bias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effect size analysis,

homogeneity analysis and analysis of moderators were performed

using the CMA 3.0 progra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583,

which is middle level, and the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was

large. In the random effect model,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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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was .583, and its 95% confidence interval was .519 for

the lower limit and .647 for the upper limit. In addition, in the

homogeneity test, Q was 586.446,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In the heterogeneity test,  , the variance between studies,

was .126 and  , the actual degree of variance, was 70.5%. It means

that the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was larg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s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school which is one of the

moderators (p<.05). Specifically,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chool types was .659 in high school, .638 in

elementary school, and .412 in middle school. In addition, in

meta-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 elementary schools and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 high schoo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 middle

school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s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subject which is one of the

moderators (p<.05). Specifically,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subject was 1.119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894 in Technology/Home Economics/Computer, .760 in

non-cognitive subjects, .705 in Korean language, .650 in all subjects

(elementary school), .622 in Social Studies, .595 in Science, .462 in

English, and .332 in Mathematics.

Fourth,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s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assessment

type which is one of the moderators. Specifically,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performance assessment type

was .683 in discussion, .674 in experiment/practice, .620 in diary,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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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ortfolio, .561 in narrative and essay, .517 in others, and .377 in

self-assessment.

Fifth,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domain which

is one of the moderators. Specifically,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domain was .592 in the

affective domain and .551 in the cognitive domain.

Sixth,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date which

is one of the moderators. Specifically, the effect size of performanc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date was .645 in 2010~2014,

.597 in 2005~2009, .576 in 2000~2004, .535 in 2015~2019, .440 in 2020~

and .354 in ~1999.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meta-analysis and explored the moderators related

to the eff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confirm the usefuln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o Korean teachers.

However, since this study analyzed only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d academic articles published in Korea, a follow-up

study is needed that analyze research reports conducted by office of

education or research institutions, and compare the resul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ividual and in-depth research

on moderators to devise detailed performance assessment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school-type goal and subject.

Keywords : Performance Assessment, Effect Size, Meta-Analysis,

School, Subject, Performance Assessment Type, Achievement

Student Number : 2018-3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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