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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피드백 수행을 한 구성요인  

특성에 한 연구

1)지은림(池殷林)*

본 연구는 교사의 피드백 수행에 대한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수학과 과학 담당 교사를 대상으

로 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배경변인, 교육활동, 평가목적, 평가태도, 평가수행, 피드백수행에 대한 

문항들로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평가목적', 

'평가태도', '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 '피드백 수행 방법'이 교사의 피드백 수행을 구성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평가목적은 평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태도는 다시 피드백 수행(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 

피드백 수행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평가목적 중에 피드백 수행과 관련되는 것은 동기

유발, 학습개선, 교수개선이며, 총괄평가의 성격을 갖는 평가목적인 서열 매김, 기준비교, 필수요건충족은 피드

백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목적에 따라 탐구수업 특성 활용 정도와 자기평가 실시 정도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태도로서 교사가 평가와 피드백을 어느 정도 교육활동의 일부로 생각하

고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교사의 담당과목과 연령대에 따라 구체적인 피

드백 제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평가유형별로는 숙제와 개별필기활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피드백 수행 방법은 점수와 표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의견 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은 효과적인 피드백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적절한 평가 태도 및 평가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드백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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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평가에서 피드백(feedback)은 형성평가가 교사들로 하여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형성평가에서 교사는 학

생들의 학습 도달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 결손에 한 수정(correctives)을 제공해 으

로써,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Bloom, Hatings, & Madaus, 

1971). 이와 같이 피드백은 행동주의  학습 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피드백

이 구성주의  에서 재해석되면서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피드백은 학습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학습을 진 는 가속화한다는 것이다(Sadler, 1998). 

기존에는 피드백이 학습 문제에 한 진단과 수정을 통해 학습개선을 돕는 것에만 이 맞

추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드백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차  

사고능력이 진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략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학습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Black & Wiliam, 1998; Hatti & 

Timperley, 2007; Narciss & Huth, 2004; Shute, 2008). 이 에서도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자신

의 학습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스스로 효과 인 학습

략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구성주의  학습 발달에 합한 것으로 평가된다(Moreno, 

2004; Nicol & Macfarlane-Dick, 2006). 더구나 교사들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교수

(instruction) 개선을 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 개선의 측면에서도 피드백

의 가치는 큰 것으로 보여진다(Shepard, 2000).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장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성 을 부여하고, 성 에 의해 등수를 

매기는 총 평가의 형태가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입시와 같은 선발고사의 

향과 함께, 국가의 교육 책무성에 한 심이 커지면서 국가수 의 규모 평가가 확 된 

결과이기도 하다. 성 과 상  비교에 치 하게 되는 총 평가의 향으로 학교 장에서 교

사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블랙박스 상태이

다.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문화에서 교사들의 피드백에 한 인식은 어떠하며, 교사들의 피드

백 수행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에 

한 연구도 제 로 수행된 바 없다. 그나마 피드백에 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문일수 외, 

2004; 정 주, 2007)은 행동주의  에서 로그램식 학습을 한 피드백 수행을 다룬 것이 

부분이다. 

공식  는 비공식 으로 피드백이 교육 장에서 일상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피드백의 교

육  가치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학교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의 피드백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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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새로운 에서 수행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에서 피드백

이 하게 수행되도록 하여, 교수·학습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우리나

라 학교 장에서 교사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피드백 수행의 특성을 악하고, 피드백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확인하며, 효과 인 피드백 수행을 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피드백 수행에 한 특성을 탐색하기 해서, 피드백 수행을 구성

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요인들의 계를 분석할 것이다. 한 피드백 수행과 련되는 변

인들과의 계를 조사해 으로써 피드백 수행의 특성을 악해볼 것이다. 피드백 수행과 련

되는 변인으로는 교사의 배경변인과 함께 구성주의  학습과 연 성이 있는 탐구수업 특성  

자기평가 실시가 포함될 것이다. 결과 으로 교사의 피드백 수행에 한 탐색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 인 피드백 수행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수행을 담당하고 있

는 교사들의 을 통해 피드백 수행에 한 탐색을 실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피드백의 개념
피드백은 교수․학습 개선을 해 실시되는 형성평가의 발달과 함께 행동주의  학습 에 

기반하여 로그램 학습과 강화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드백이 수반되는 형성평가를 통

해 학생들의 잘못된 학습을 바로 잡아주고, 학습 개선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차

로서 정의되어 온 것이다(Cohoen, 1985). 교사는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한 능력 수 과 

학습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보충되어야 할 학습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으로써 학습 개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주의 에서 다루어진 피드백은 학생들의 지식 

수 만을 다루었고, 학습동기도 외  강화에 의한 향상에 제한된 경향이 있으며, 교사가 학생

에게 정보를 달하는 일방  형태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 이 있다(Nicole & Macfarane-Dick, 

206; Shepard, 2000). 

구성주의  학습 의 발달과 함께 피드백의 심은 학생의 행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각에

까지 확 되었고, 피드백은 학습에 한 증거를 지속 으로 수집하는 체계 인 과정으로 인식

되기 시작했다(Heritage, 2007). 구성주의  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수정해나감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  자신들

의 학습에 해 더 많은 참여와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피드백은 교사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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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행에 한 내용을 달해주고 수정하도록 하는 일방 인 수행 차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  극 으로 자신의 학습을 개선해나가도록 유도하

는 차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의 특성은 평가를 교수․학습 활동 자체

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여, 평가와 교수 활동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하 다. 평가가 

피드백을 수반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드백을 수행하는 평가가 행동주의  에서 구성주의  으로 환되면서 보여주는 

특징들은 [그림 1]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행동주의  에서 피드백은 완 학습이론에 근

거하여 학생들이 교사가 계획 로 학습 목표를 달성해가도록 하는 ‘수렴  평가’의 기능을 하

는 반면에, 구성주의  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 보다 을 맞추고 있다. 피드백에 의해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해 이해하고, 교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다

양하고 창의 인 학습활동을 진하기 때문에 ‘확산  평가’로 볼 수 있다.

[그림 1] 피드백 특성에 따른 수렴  평가와 확산  평가

한편, 피드백은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는 행동이나 차라기보다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비공식 인 교사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ute(2008)는 피드백에 한 연

구의 을 일반 인 피드백보다는 구체 인 과제별 단 에 맞추고 있다. 특정 과제나 질문에 

해 시의 하게 피드백을 제공했는지와 학생에게 제공된 피드백에 의해 학생의 상태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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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필(written) 형태

보다는 구술(oral) 형태로 제공되는 구체 이 피드백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제 교육 장에서 피

드백 활동은 교사의 언어와 행  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Ruiz-Primo & Furtak, 2007). 즉,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에 하여 교사와 학생이 교류하게 

되는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으며, 지필과 구술 형태가 모두 가능하며 공식  는 비공식  활

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피드백의 기능
피드백은 교육활동의 순환  고리에서 교육활동과 교육개선의 매개 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

수․학습을 개선하고 진하는 데 핵심 인 기능을 담당한다. 다양한 메타분석 연구들(Black & 

Wiliam, 2003; Kingston & Nash, 2009; Kluger & DeNisi, 1996)도 교과내용 는 지식 유형과 

수 에 계없이 피드백은 학습을 개선하고 진시키는 데 있어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Shepard(2000)는 바람직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지 하 다. 

첫째, 학생의 고차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가 주어져야 하며 둘째,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다루어야 하고 셋째, 수업과 통합된 계속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

째, 학생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 학생들에게 무엇이 

기 되는지를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여섯째, 학생들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

는데 능동 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학생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

의 수업 개선을 해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가가 이러한 효과들

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피드백의 기능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효과 인 피드백 

수행을 해 Nicole & Macfarlane-Dick(2006)은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학생들

에게 바람직한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학

습에서 자기성찰이 이루어지도록 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습

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학습에 한 교사와의 화를 격

려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는 정  자아존 감과 동기 유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학생의 재 수행 수 과 이상 인 수  사이의 차이를 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교사들에게도 수업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피드백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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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차원의 학습 개선

피드백의 기능들 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개선에 도움을 다는 것

이다. Black & Wiliam(1998)은 학생들의 학습 개선이 직 인 피드백(directive feedback)과 

진  피드백(facilitative feedback)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직 인 피

드백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수정, 개선하기 해 필요로 하는 것들에 해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진 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개념화와 수정에 해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

해주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진  피드백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보다 능동 인 

참여자가 되길 요구하는 구성주의  에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가 미리 계획한

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면서 다양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까지 기 할 수 있다. 

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

습 수 과 목표 수 의 차이를 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조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학생의 자기조 학습 능력 

개발에 향을 미치는 피드백의 효과를 Nicole & Macfarane-Dick(2006)은 내재 (internal) 피

드백의 효과라고 지칭하 다. 내재  피드백은 교사가 학생들의 실수와 오개념을 발견하고 지

하는 외재 (external) 피드백에 립되는 개념으로 학생 자신도 자신의 학습 개선을 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재  피드백이 외재  피드백과 함께 학습 목표, 략, 성과

에 향을 미치면, 학생들의 학습 개선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기 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수행을 평

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Sadler(1989)는 학생이 피드백을 효과 으로 활용하도록 하

기 해서는 수행의 목표를 이해해야 하며, 수행의 목표와 자신의 수행 간의 차이를 악하고, 

그 차이를 이기 한 방법을 습득해야 하는데, 자기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피드백을 제공하는 주체가 더 이상 교사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이 피드백 제공자가 되어, 학습 개선을 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능동 으

로 결정하면서 교사와 력  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피드백은 교사와 학

생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으로 하여  학습을 개선해나가는데 도움을  수 있는 것이다. 

2)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피드백은 행동주의 학습 에서 보상 는 강화의 기능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

키는데 효과 이라고 설명되어 왔다(임웅, 2005; Bangert-Drown & Kulik, 1991). 한 피드백

은 학생의 수행에 해 정보제공의 역할을 한다는 에서도 내재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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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같이 피드백이 학습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는 이유로서 Covington & 

Omelich(1984)은 학생이 달성해야할 학습 목표와 자신에게 달성 가능한 학습 수  사이의 차

이를 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 때 동기유발이 가능한데, 피드백은 학생들이 처한 수 과 목

표 수 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목표 수 과 달성 

수 의 차이가 무 커져서 목표와 자신의 학습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학생들

은 실패를 경험하며 더 이상 학습에 한 동기를 느낄 수 없게 되는데, 피드백은 이러한 실패

의 경험을 일 수 있다는 에서 학습동기 유발에 효과 인 것이다. 

그러나 피드백의 학습동기 유발 효과는 피드백과 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칭찬과 같은 정 인 피드백이 부정 인 피드백보다 학습동기 유발에 효과 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Foder & Carver, 2000; Shannab et al, 1981)로부터 발견되지만, 정 인 피

드백도 자율성을 감소시켜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Kohn, 1993)도 있다. 이외

에 피드백의 시기와 양에 의해서도 학습동기는 향을 받을 수 있으며, 피드백이 제공하는 정

보의 구체성도 학습동기와 련될 수 있다(김성일 외, 2005; Chin, 2006). 한편, 이러한 변인들

의 효과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같은 개인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Butler(1988)는 표시(mark)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 수를 부여하는 것, 의견(comments)을 제시

하는 것 에서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데 가장 효과 인 것은 의견을 제시할 때임을 보여 주었

다. 표시나 기호 사용은 교사가 의도하는 것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으며, 수 

부여는 학생들로 하여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학습상의 문제 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아존 감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성일 외(2005)는 피드백 제공 방

식과 학습동기의 계는 학생 집단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 특성에 

합한 평가유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 하 다. 

3) 교사차원에서의 교수 개선

피드백이 효과 으로 수행될 때 이는 인지 ․정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수행한 교사들에게도 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는 피드백을 지속

으로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에 한 정보를 시킬 수 있는데, 이는 교수 개선을 한 유

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Nicole & Macfarlane-Dick, 2006). 피드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

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수업을 수정하여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Bell & Cowie(2001)는 피드백을 수행하고 피드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교사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의 피드백 수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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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행 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힌편, 일부 학생들은 피드백을 제공받아도 자신의 학습 개선을 해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모

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드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악하고 교수 략에 반 함으로써 교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피드백을 비하는 과정에서도 교수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문일수 외, 2003). 교

사는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기 에 학습과제를 스스로 먼  분석해야 하며, 피드백을 제공하기 

에 학생들의 수 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수를 개선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피드백을 통한 교사들의 교수개선의 효과는 학생이 도달해야할 학습 목표의 차원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학생의 학습 향상을 해 학생이 처한 학습 수 과 목표 수 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수 이다. 교사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하면서 구체 인 목표들을 학생들

에게 제시하고 이해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 인 교수를 실행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Locke & Latham, 1984). 한 교사가 피드백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 자체를 보다 하고 의미있게 수정할 수 있다는 에서도 

교수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사의 피드백 수행
교사는 학생과 지식의 재인(mediator)으로서 피드백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가 피드백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교육  효과가 큰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다. Heritage(2007)는 효과 인 피드백 수행을 해서 교사는 한 ‘지식’과 ‘기술’을 둘 다 갖

추어야 한다고 지 하 다. 여기서, ‘지식’은 교과 역에 한 지식, 교육학  지식, 학생의 이

 학습에 한 지식, 평가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기술’은 피드백을 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학생의 자기평가에 도움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피드백 환경 조성

을 해서,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학

생들이 자신들은 가치있는 존재이며 존 받고 있고, 교수․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학생들간에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 존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정 으

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생의 자기평가

를 돕기 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목표와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신의 학습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에 비추어 자신의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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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드백에 한 연구들(Black & Wiliam, 1998; Nicol & Macfarlane-Dick, 2006; 

Shute, 2008)은 효과 인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사는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만 학생의 수행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이 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정

이며 우호 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탁월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에 해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지, 학습상의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인지, 는 희망

이 없어 보이는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포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교사의 태도와 의지가 피드

백의 효과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는 평가의 문성을 지녀야 한다. 시험지 작성

이나 과제 고안을 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학생들로부터 한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사는 평가 과제의 거와 기 에 한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는 학생들에게 기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학생 수행에 해 

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의 과제 수행에 해 하게 

해석하고 단할 수 있는 사정 기술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을 해 한 피드

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형태 는 어떠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수행할 것인지를 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를 들어, 학생에게 응답이 옳은지 

는 틀렸는지를 직  말해  것인지 는 의견을 지필 형태로 제시해  것인지 등을 상황에 

따라 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드백 제시 방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드백의 내용이다. 피드백에서 학생의 수행에 한 설명을 포함할 것인지, 거와 연계하여 수

을 평가해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학생에게 안 인 반응을 제시해주거나 

개선을 한 방향을 제안해주는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다양

한 피드백 방법과 내용을 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등교사들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담당 과목은 수학과 과학에 한정하 다. 과목

에 따라 교사가 수행하는 피드백 활동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성격의 향을 제한하

기 해서이다. 한 피드백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Chin, 2006; Smith et al., 2007; Wiliam 

et al, 2004)은 수학과 과학 교과를 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탐구기반의(inquiry-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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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관련

변인

배경변인 성별, 연령, 담당과목, 학교급 4

교육 활동

교육활동정도(수업, 수업준비, 평가), 학급규모

탐구수업특성(학생질문, 집단토론, 비공식적 관찰, 학생표현)

학생 자기평가 실시 정도

9

피드백

수행

변인

평가 목적
총괄평가 서열매김, 기준비교, 필수조건충족

6
형성평가 학생동기유발, 학습개선, 교수개선

평가 태도
평가를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는 정도

학생 실수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
2

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 
퀴즈, 시험, 숙제, 개별필기활동, 집단필기활동 5

피드백

수행 방법
표시사용, 점수부여, 기호사용, 의견제시 4

합계 30 개

<표 3> 피드백 수행 질문지 문항

활동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피드백 수행이 더욱 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의 13개 학교와 6개 고등학교에 재직 인 수학 는 과학 담당 교사들

에게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총 122명의 응답 교사들의 교과목과 성별 분포는 유사한 비율을 보

이며, 연령 별로는 30 와 40 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표 1> 교사의 학교 ⋅담당과목별 분포

중학교 (%) 고등학교 (%) 무응답 합계

수학 44명 (67.7) 20명 (30.8) 1명 (1.5) 65명

과학 33명 (58.9) 22명 (39.3) 1명 (1.8) 56명

합계 77명 42명 2명 121명

<표 2> 교사의 연령 ⋅성별 분포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합계

남 05명0(9.4) 15명(28.3) 19명(3.58) 13명(24.5) 1명(1.9) 53명

여 10명(14.5) 20명(29.0) 27명(39.1) 12명(17.4) 0명0(.0) 69명

합계 15명 35명 46명 25명 1명 122명

2. 질문지
질문지는 교사의 배경변인, 교육 활동, 평가 목 , 평가 태도, 평가 수행, 피드백 수행의 역

으로 구분하여 각 역별로 문항들이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은 <표 3>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련변인과 피드백 수행에 한 내용으로 총 30개 다. 배경변인 문항 

4개는 체크리스트 형이었으며, 나머지 5개 역의 문항들을 해서는 각 내용별로 교사의 수

을 악하기 해서 5  척도의 반응 형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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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피드백 수행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요인들의 계를 알아

보며, 피드백 수행 변인들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피드백 수행의 원리를 탐색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들을 실시하 다. 

첫째, 교사의 피드백 수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들에 한 상 분석과 확인  요

인분석(CFA)을 실시하고, 이러한 잠재변인들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구조방정식모형(SEM)

을 분석하 다.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Mplus(Muthen & Muthen, 2006) 

컴퓨터 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해서, χ² 검증과 함께 

CFI 지수와 RMSEA 지수를 사용하 다. 

둘째, 피드백 수행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각 변인들은 t 검증과 F 검

증을 통해 다른 변인들과의 계를 검증하 다. 한 련 변인들과의 계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는 상 분석(r)이 실시되었다.

Ⅳ. 연구결과

1. 피드백 수행의 구성요인 및 관계 탐색
교사의 피드백 수행을 해서 이론  기 에 근거하여 ‘평가 목 ’, ‘평가 태도’, ‘평가 유형별 

피드백 수행’, ‘피드백 수행 방법’의 4개 잠재변인을 가정하여, 찰변인들에 한 상 분석을 

실시하고, 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가정한 로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했다. 한 잠재변인들의 계를 설명하기 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평가 목 ’은 본래 6개를 포함하 으나, 모형의 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서열 

매김’과 ‘기  비교’, ‘필수조건 충족’의 총 평가에 해당되는 목 들은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나

서 최종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평가 태도’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평가업무를 교사의 일

상 인 교육활동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학생의 실수를 볼 때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

도’에 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교사의 평가와 피드백에 한 극 인 태도 수 을 악하

다. ‘평가 유형별 피드백 수행’은 평가 유형별(퀴즈, 시험, 숙제, 개별필기활동, 집단필기활동)로 

피드백 수행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를 알아보기 한 문항이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수행 

방법’은 교사가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해 ‘표시사용’, ‘ 수부여’, ‘기호사용’, ‘의견제시’

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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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  요인분석(CFA)

교사의 평가 피드백 수행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확인  요인분

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문항들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표 4>에서 문항 1, 2, 3은 ‘평

가 목 ’에 해당되고, 문항 4와 5는 ‘평가 태도’에 해당되며, 문항 6, 7, 8, 9, 10은 ‘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에 해당되고, 문항 11, 12, 13, 14는 ‘피드백 수행 방법’에 해당된다. 문항들은 피드

백 수행 요인별로 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목적 평가 태도 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 피드백 수행 방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576 .580 .183 .173 .101 .085 .197 .288 .170 .143 .157 .075 .237

2 1 .581 .167 .143 .080 -.040 .072 .237 .004 .135 .075 .036 .049

3 1 .072 .150 .200 .063 .141 .234 .102 .102 .164 .093 .087

4 1 .297 .063 .278 .321 .307 .225 .258 .239 .220 .271

5 1 .144 .133 .219 .168 .192 .248 .182 .180 .364

6 1 .425 .257 .355 .306 .064 .074 .018 .083

7 1 .529 .458 .463 .272 .304 .121 .158

8 1 .584 .516 .235 .177 .145 .146

9 1 .474 .312 .288 .168 .258

10 1 .095 .237 .033 .158

11 1 .580 .418 .518

12 1 .270 .405

13 1 .434

14 1

<표 4> 찰변인들의 상

<표 4>의 찰변인들간의 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4개 잠재변인들에 한 찰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평가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한 찰

변인으로서 ‘학생 실수를 볼 때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로서 요인부하량은 .29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되는 모형에 한 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변인을 모형에서 제

외시키지는 않았다. 

확인  요인분석의 모형 합도를 검증하기 해서 실시한 결과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

이,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모형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합도 검증에

서 χ² 지수는 .05 이상이 되면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CFI는 .90 이상일 때와 

RMSEA는 .05 이하 일 때 모형 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단된다(Kline, 20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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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χ² (df)  (p-value) CFI RMSEA

값 76.815(71) (.2978) .987 .026

<표 6>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 지수

잠재변인 관찰변인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평가 목적

 1. 학생 동기유발 .634 .000

 2. 학생의 학습 개선 .584 .131

 3. 교사의 교수 개선 .600 .134

평가 태도
 4. 평가를 교사의 일상업무로 간주하는 정도 .593 .000

 5.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292 .148

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

 6. ‘퀴즈’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는 정도 .494 .000

 7. ‘시험’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는 정도 .634 .288

 8. ‘숙제’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는 정도 .976 .429

 9. ‘개별필기활동’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는 정도 .879 .388

10. ‘집단필기활동’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는 정도 .749 .347

피드백 수행 

방법

11. 표시(marking) 사용 .878 .000

12. 점수 부여 .735 .128

13. 기호(예, ☺) 사용 .587 .129

14. 의견 제시 .672 .116

<표 5> 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 을 모두 총족시키기 때문에 모형 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잠재변인들의 계를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교사가 평가 목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한 태도가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즉, ‘평가를 교사의 일상 인 교육활동으로 생각하는지’와 ‘학생의 실수에 해 구체 인 피

드백을 제공하는지’에 한 교사의 태도는 모두 평가 목 에 의해 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교사의 피드백 수행은 평가에 한 태도에 의해서 다시 향을 받게 된다. 본 모형에서 피드

백 수행으로서 2개의 잠재변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평가유형(퀴즈, 시험, 숙제, 개별필

기활동, 집단필기활동)별로 피드백을 얼마나 수행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드백 수행 방법

(표시, 수, 기호, 의견)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한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 수행은 둘 

다 평가 태도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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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피드백 수행을 한 구조방정식모형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에 한 합도 검증을 해 χ², CFI, RMSEA를 살펴본 결과는 모두 모

형 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에서와 같이 χ²에 한 p값은 .05보다 훨

씬 크며, CFI는 기 이 되는 .90을 넘고, RMSEA도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피드백 수행에 해 가정하고 있는 모형이 매우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합도 지수 χ² (df)  (p-value) CFI RMSEA

값 77.041 (73) (.3507) .991 .021

<표 7> 구조방정식모형의 합도 지수

2. 피드백 수행 구성요인들의 특성
1) 평가 목

첫째, 교사의 피드백 수행 양상을 결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변인은 평가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목 은 기본 으로 형성평가와 총 평가의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조사된 평가목  6개 에 3개(서열매김, 기 비교, 필수조건 충족)는 총 평가의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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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고, 나머지 3개(동기유발, 학습개선, 교수개선)은 형성평가의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각 평가의 목 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에 해 조사한 결과, 4개 수 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표 8>의 F 검증에서는 독립변인은 ‘평가 목 ’의 구분이 되며 종속변인은 

‘평가에서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된다. 즉, 평가 목 에 따라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5  척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F 검증 결과는 교사가 평가 목 을 요하게 생

각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하게 생

각되는 평가 목 은 ‘학생 동기유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수개선’과 ‘학습개선’이었으며, 

총 평가 기능에 해당되는 평가목 들은 상 으로 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교

사들이 평가를 교육활동의 일부로 생각하고, 교육  가치를 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집단순위* 평가목적 평균 (SD) F p

1
형성

평가

학생 동기유발 4.09(.823)

56.043 .000

2
교사 교수개선 3.85(.789)

학생 학습개선 3.81(.786)

3 총괄

평가

필수요건 충족 3.48(.741)

기준 비교 3.38(.858)

4 서열 매김 2.52(.679)

* Scheffe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 순

<표 8> 평가목 의 요성 비교

둘째, 평가 목 과 련되는 변인으로서 탐구기반 수업의 특성을 분석하 다. 탐구기반 수업

의 특성은 학생들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면서 학습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학생들에 한 찰, 학생 질문, 토론, 학생 표

 등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Smith et al., 2007). 따라서 평가 목 을 요하게 생

각하는 정도와 탐구기반 수업의 특성을 활용하는 정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r)을 

실시하 다. 

상 분석 결과, <표 9>는 평가 목 으로 ‘동기유발’을 요하게 생각할수록, 탐구기반 수업

에 한 특성들과 더 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기유발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탐구기반 수업의 특성인 ‘질문’, ‘토의’, ‘ 찰’, ‘표 ’을 사용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학습 개선의 평가목 이 탐구기반 수업의 특성과 계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목 이 학습 개선일 때는 집단에 의해 시행되는 토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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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낮았지만, 학생 개별 으로 수행되는 탐구수업 특성들(질문, 찰, 표 )과 모두 유의미

한 상 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피드백 수행이 탐구기반수업의 특성을 잘 반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Q: 학생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서열매김 기준비교 필요충족 동기유발 학습개선 교수개선

학생 질문 -.147 .141 .135 .227* .236* .161

학급 또는 조별 토의 -.145 .185* .039 .245* .038 .095

비공식적 관찰 -.062 .122 .178 .209* .329* .079

학생 표현 -.103 .216* .065 .277* .213* .194*

*p<.05

<표 9> 평가 목 의 요성과 탐구기반 수업 특성 정도의 계(r)

셋째, 피드백 수행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학습을 성찰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습개선의 목 을 해 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

에게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와 피드백 평가의 목 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계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학생

의 자기평가 실시 정도와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평가 목 들은 모두 피드백을 

수반하는 평가의 목 (동기 유발, 학습 개선, 교수 개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생 자기평가 제공과 평가목 의 계 (r)

서열 매김 기준 비교
필수요건

충족
동기 유발 학습 개선 교수 개선

학생 자기평가 실시 정도 -1.02 .075 .056 .186* .193* .190*

*p<.05

2) 평가 태도

교사의 평가 태도에 한 2개 문항들은 교사가 평가와 피드백을 교육활동의 일부로 생각하

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지에 한 태도를 알아보기 한 것이었다. 교사의 평가 태도는 피드백 

수행의 질과 양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 수행에서 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평가에 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해서, 첫째로 교사

의 성별, 담당과목, 학교 에 한 t 검증을 실시하 다. t 검증 결과, <표 11>, <표 12>, <표 

13>은 교사의 성별과 학교 은 평가 태도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담당과목만이 평가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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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와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보다는 수학 과목의 경우에 교사들이 구체 인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태도 남 여 t p

평가를 일상적인 교육활동

으로 생각하는 정도

(N) (48) (66)

-.079 .937평균 3.56 3.58

SD .873 .895

학생 실수를 볼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N) (53) (69)

-.044 .347평균 3.60 3.74

SD .768 .798

<표 11> 교사의 성별 평가태도 차이 : t 검증 결과

평가 태도 수학 과학 t p

평가를 일상적인 교육활동

으로 생각하는 정도

(N) (60) (54)

1.234 .220평균 3.67 3.46

SD .986 .745

학생 실수를 볼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N) (66) 56

2.804 .005평균 3.86 3.46

SD .802 .713

<표 12> 교사의 담당과목별 평가태도 차이 : t 검증 결과

평가 태도 중학교 고등학교 t p

평가를 일상적인 교육활동

으로 생각하는 정도

(N) (72) (39)

 .853 .396평균 3.61 3.46

SD .881 .884

학생 실수를 볼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N) (77) (42)

1.538 .127평균 3.75 3.52

SD .710 .890

<표 13> 학교 별 평가태도 차이 : t 검증 결과

두 번째로 교사의 연령 (<표 14> 참조)와 학 규모(<표 16> 참조)의 향을 해 F 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이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에 해서만 교사

의 연령 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0

 교사들만이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 이 다른 연령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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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2

40대 46 3.35

20대 15 3.75 3.75

30대 35 3.89

50대 이상 26 3.96

유의수 =.05

<표 15> ‘구체 인 피드백 제공에 한 태도’와 연령 를 한 사후비교(Scheffe)

평가 태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F p

평가를 일상적인 교육활동

으로 생각하는 정도

(N) (14) (33) (41) (26)

1.666 .179평균 3.43 3.76 3.37 3.73

SD 1.016 .751 .799 1.041

학생 실수를 볼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N) (15) (35) (46) (26)

5.171 .002평균 3.73 3.89 3.35 3.96

SD .799 .796 .674 .774

<표 14> 교사의 연령 별 평가태도 차이 : F 검증 결과

평가 태도
20명

이하

21-25

명

26-30

명

31-35

명

36-40

명

41명

이상
F p

평가를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생각하는 

정도

(N) (2) (5) - (44) (62) (1)

1.2-2 .314평균 4.50 3.40 - 3.41 3.66 4.00

SD .707 .894 - .923 .848 -

학생 실수를 볼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N) (3) (5) - (49) (64) (1)

.232 .920평균 4.00 3.60 - 3.63 3.70 4.00

SD .000 .510 - .883 .749 -

<표 16> 학 규모별 평가태도 차이 : F 검증 결과

3) 평가 유형별 피드백 수행

평가 유형별로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지에 한 비교를 하기 해서, F 검증을 실시

하 다. 독립변인으로는 ‘평가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 으며, 종속변인은 ‘피드백을 수행하는 

정도(5  척도)’ 다. 이는 평가 유형이 퀴즈, 시험, 숙제, 개별필기활동, 집단필기활동인지에 따

라 피드백 수행의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F 검증 결과, <표 17>에서와 같이 평가 유형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빈도는 유의미하게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는 ‘숙제’와 ‘개별필기활동’에 해 피드백

을 가장 자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퀴즈에 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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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순위* 평가 유형 평균 (SD) F p

1
숙제 2.69 (1.293)

7.058 .000

개별필기활동 2.64 (1.186)

2
집단필기활동 2.23 (1.148)

시험 2.20 (0.924)

3 퀴즈 2.19 (1.086)

* Scheffe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 순

<표 17> 평가 유형별 피드백 수행 정도 비교

으로 나타났다. 

평가 유형별 피드백 수행과 평가 태도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상 계수(r)를 산출한 결

과는 <표 18>에서와 같이 평가를 일상 인 교육활동으로 생각하는 교사일수록 어떠한 유형의 

평가이든지간에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생에게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는 숙제와 개별필기활동의 평가 유형을 사용할 때 상 이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은 숙제와 개별필기활동에 해서 가장 활발히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해 다.

평가유형별

시행 정도

평가를 일상적 교육활동으로 

생각하는 정도

학생의 실수를 볼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

퀴즈 .039 .067

시험 .300* .075

숙제 .222* .248*

개별필기활동 .231* .227*

집단필기활동 .189* .159

<표 18> 평가유형별 피드백 수행 정도와 평가태도 변인들의 계(r)

4) 피드백 수행 방법

피드백 수행을 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따라 수행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해서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9>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기서, 독립

변인은 ‘피드백 수행 방법’이며, 종속변인은 ‘자주 사용하는 정도(5  척도)’이다. F 검증 결과, 

피드백 수행 방법으로는 수 부여와 표시 사용이 다른 2개 방법들(기호 사용, 의견 제시)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드백을 수반하는 형성평가는 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드백( , 의견 제시)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평가의 기능에 합한 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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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순위* 피드백 수행 방법 평균 (SD) F p

1
점수 부여 3.52 (1.11)

20.667 .000
표시 사용 3.48 (1.10)

2
기호 사용 2.78 (1.13)

의견 제시 2.68 (1.00)

*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집단순

<표 19> 피드백 수행 방법 사용 정도 비교

와 표시 사용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 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드백의 기능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 어떠한 피드백 방법이 유용할지에 해 알아

보기 해서, 피드백 수행 방법( 수부여, 표시사용, 기호사용, 의견제시)과 피드백 수행과 계

가 있는 평가 목 들(동기 유발, 학습 개선, 교수 개선)간에 계를 알아보았다. 즉, 피드백 수

행 방법의 사용 정도가 평가 목 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변인들간의 상 분석(r)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에서와 같이 피드백 수행 방법으로 의견 제

시를 사용하는 정도와 교사가 동기유발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간에 상 이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상 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피드백 수행 방법들 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데 가장 

효과 이라는 Butler(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의 동기유발

을 요하게 생각할수록 의견제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시 사용 점수 부여 기호 사용 의견 제시

동기 유발 .143 .157 .075 .237**

학습 개선 .135 .075 .036 .049

교수 개선 .102 .164 .093 .087

<표 20> 피드백 수행 방법과 피드백 평가 목  요성의 상 계수(r)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사가 학교 장에서 수행하는 피드백 활동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지를 알

아보고, 피드백 수행의 주요한 특성들을 탐색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구성요인들을 발견하

고, 구성요인들의 계를 악해보았다. 한 효과 인 피드백 수행을 해서 고려되어야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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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배경변인과 피드백 수행 련 변인들에 한 분석도 실시하 다. 연구결과들은 교사들의 

피드백 수행에 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해 다.

첫째, 평가 목  에 ‘서열매김’, ‘기 비교’, ‘필수요건충족’은 총 평가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드백 수행을 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 동기유발’, ‘학습개선’, ‘교수개선’의 평가 목 은 피드백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피드백의 효과에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제공되는 피드백

은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해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학습상의 개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습동기 향상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 피드백 계획과 진

행을 거치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 교수 략 

 학습목표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의 특성이 ‘학생 동기유발’, ‘학습개선’, ‘교

수개선’의 평가 목 과 연계되어 피드백 수행 반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평가 

목 들 에 ‘서열매김’, ‘기 비교’, ‘필수요건충족’은 통제 인 수단이나 외부 인 강화와 더 

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형성평가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태도(‘일상 인 교육업무로 생각하는 정

도’와 ‘학생들의 실수에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평가 목 의 

향을 받아서 피드백 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담당과목과 연령

는 평가 태도에서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 에는 수학 과목을 해서 교사들이 더 많이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과목 특성에 따른 교수법과 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  에서는 40  교사들

이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문화를 반

한 것으로 해석된다. 40  교사들의 경우에 보직과 행정업무의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일부인 피드백 수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원인은 교

사의 다른 배경변인들과의 계를 고려하여 추후에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  규모는 구체 인 피드백 제공 정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규모가 크면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일반 인 선입 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셋째, 평가 유형별 피드백 수행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교사는 학생이 개별 으로 수행하는 

숙제와 개별필기활동에 해서 피드백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들은 

평가를 일상 인 교육활동으로 생각할수록 평가 유형에 계없이 피드백을 활발하게 제공한다

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피드백을 활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평가 태도가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수행 방법으로서 ‘표시’, ‘기호’, ‘ 수’, ‘의견’에 한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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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빈도를 조사하 는데,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요하게 생각할수록 학

생들에게 ‘의견’을 많이 써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드백 수행 방법으로서 ‘의견’ 제시

와 같은 설명  피드백이 학생들이 주의를 끌고 동기를 유발하는데 가장 효과 이라는 선행연

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 으로 볼 때, 교사들은 ‘ 수’와 ‘표시’ 방법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드백 수행의 기능이 학생들의 학습개선과 동

기유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한 피드백 방법보다는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 으로 교사의 피드백 수행은 ‘교사의 평가 목 ’, ‘교사의 피드백에 한 태도’, ‘피드백 

수행 정도’, ‘피드백 수행 방법’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에서도 ‘교사의 평가 목 ’과 ‘교사의 피드백에 한 태도’는 교사가 피드백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향을 미치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에게 피드백의 

요성과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피드백이 효과 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 인 피드백 수행을 논의하는데 있어

서, 교사 교육의 요성이 두된다. 교사가 피드백을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기 해서는 피드백 수행

략에 한 교사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피드백 수행에 한 보다 명

확한 규명과 함께 이를 교사들에게 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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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Factors and Key Aspects

of Teachers' Feedback Practice

1)Eunlim Chi*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s constructing teachers' feedback 

practice and their relationship and to explore key aspects of effective feedback practice. For 

the study, 122 Math or Science teachers from secondary schools were selected and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total 30 items about teachers' background, teaching activities, 

assessment goals, assessment attitude, and feedback practice, was administered.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 that teachers' 

feedback practice can be explained by assessment goal, assessment attitude, assessment types, 

and feedback method. By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se variables, it is 

found that assessment goal influences assessment attitude, and sequentially assessment attitude 

influences teachers' feedback practice. Second, only the assessment goals of motivating students, 

improving learning, and improving teaching are related with feedback practice. The goals of 

ranking students, comparing students to a standard, and fulfilling a requirement are found 

to be more appropriate for summative assessment. Meanwhile, the goals of assessment are 

found to be related with inquiry-oriented instruction and students' self-assessment. Thir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esting the influence of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reveals that teachers' 

age and teaching subject are related with how much they provide specific feedback for students' 

mistakes. Fourth, teachers tend to provide more feedback to homeworks and individual written 

works than quizes, tests, or group written works. Fifth, teachers use more scoring and marking 

as feedback methods than symbols or comments. But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teachers use comments, the more they consider motivating students as important, as 

previous researches asserted that comments were most effective for motivating students. 

Consequently, the results suggest that teachers should be trained to have appropriate goals 

and attitude toward assessment and feedback practice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of feedback practice methods. This can enhance the educational value of assessment and help 

students improve their learning.

Key words: feedback, constructivism, learning strategy, motivation, teaching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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