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novative adaptation of IT systems worldwide to support process-focus

assessment. To this end, the study presents four cases from Australia, Singapore, the U.S.A., and Korea to inform

educational policy and technolog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ased on comparing the four chosen cases as

benchmarks, the study concluded that IT systems and technologies can expedite and improve school interventions

to enhance student learning in terms of time and quality. Also, educational big data and learning analytics can be

used to systematically monitor and communicate individual student’s progress among school stakeholders (i.e.,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administrators). Lastly, the study made some suggestions to support process-focused

assessment in schools as following : 1) A more evidence-based, systems approach is needed to integrate the curriculum,

instruction, and assessment to bridge the gap between educational policy and school practice; 2) It is critical to create

ICT-friendly school environments so that meaningful data could be collected, analyzed, and stored from individual

students and school units; 3)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is another area that needs special considerations

and support to successfully implement process-focused assessment in schools.

Keyword：Process-focused Assessment, Assessment innovation, 2015 School Curriculum

Revision, School innovatio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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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핵심 키워드
Minerva School

(2014)
NGLC
(2018)

OECD
(2018)

P21
(2007)

목표
창의적 문제해결 ● ● ● ●

세계시민 ● ● ●

성취 기준/
평가

역량기반 ● ● ● ●

보편적 완전학습 ● ● ● ●

과정중심 평가 ● ● ● ●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 개별화, 맞춤형 ● ● ●

융합적 구성, 유연한 운영 ● ● ●

인성, 감성, 공감 ● ● ●

지역연계를 통한 다양한 경험 ● ● ●

교육방법

프로젝트․문제중심학습(PBL) ● ● ●

협동학습 ● ● ● ●

ICT 기반의 다양한 교수법 ● ● ● ●

교육공간
ICT 기반의 미래형 학습공간 ● ●

학습공간의 확장 ● ● ●

<표 1>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이지연 외, 2018)

1.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사회의 인재양

성을 위한 전면적인 학교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 3D 프린팅과 사물인터

넷(IoT) 등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IT

기술은 물리적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활동과 융합역량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미래교육

과 관련된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IT 트렌드의 교육적 접목

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중

등 학교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

게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의 최신 기술동향을 적

극적으로 분석하여 미래교육에 최적화된 학교환경

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

구는 IT를 활용한 국내외 학교 평가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IT 트렌드가 학교현장에서 어떤 수준에서 적용되

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성장 중심

의 과정중심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

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2. 미래교육과 과정중심평가

미래교육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교수자가 전달하

는 지식을 습득하는 수동적 교육패러다임에서 학

습자 스스로 지식을 체득하는 능동적 패러다임으

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Next

Generation Learning Challenge(NGLC), OECD

Education for 2030,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등 미래교육을 표방하는국제교육컨소시움

및 연구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패러

다임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는 미

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목

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공간 등 학교교육과 관

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체제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김현진 외, 2017; 백병부 외, 2018;

이지연 외,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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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Scriven
(1967)

∙평가를교수․학습과정과연계하여형성평가
(formative assessment)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
∙학생이나 교사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생의발전및향상을목적으로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정의하고 있음

Swaffield
(2011)

∙학습과정 그 자체(in itself a learning pro-
cess)이며 평가를 학습으로(assessment ‘as’
learning) 간주하고 있음

Amour-
Thomas
and
Gordon
(2013)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학습 중심 평가(Lear-
ning centered assessment)와 학습을 돕는
평가(Learning assisted assessment)를
새로운 평가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Mislevy
(2013)

∙학생의 학습에 보다 타당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에
기반한증거추론 과정과같은확장된평가로
제시하고 있음

McMillan
(2014)

∙학생의학습증거를 수집하고 그자료를학생
에게피드백하며학생의성취정도를높이기
위해교수전략을개선하는과정으로정의하고
있음

<표 2> 과정중심평가의 배경(전희경, 2016 재구성)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육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는 성취기준

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생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수업활

동 과정을 관찰 및 평가하며 그 평가 과정을 기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덕년, 2017). 이처럼 교육과

정, 수업, 평가의 유기적 연계성은학습자가습득한

학습내용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학습자의 오류를수정해 줄 수 있는교

수자의 피드백 제공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학습결

손 보충 및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 촉진이가능하

다. 반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성이 확보되

지 못한 경우, 학습내용의 재구성 없이 교과서 중

심으로 교수자가 지식을 전달하는 수동적 수업이

운영되거나 학습내용과 무관한 의미 없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김정민, 2018).

이에 Heritage(2010), Popham(2008) 등은 평가를

검사(test)가 아닌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으로

바라보고, 수업과정에서평가활동을계획적으로설계

하는 과정중심평가의 필요성을언급하였으며(박정,

2017, 전희경, 2016),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배경에

대한학자들의논의를살펴보면다음<표 2>와같다.

<표 2>를종합해보면, 과정중심평가는단순히학

습결과에대한평가(Assessment of learning)가 아

닌 학습자의 학습과정이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더 나은 학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Amour-Thomas와 Gordon(2013), Skoeupski와

Henderson(2017) 등은 교수자가 수업 중에 학습자

의 사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거나 수업 후에 개별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다

각도로분석하여맞춤형피드백을제공하는과정중

심평가의발전을위해서테크놀로지의도움이필요

하다고보았다. 국외에서는학업진도, 학습성취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

gement system) 외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

gence, AI),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과 같은 첨단 IT 트렌드

를활용한평가에주목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교

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테

크놀로지를 활용한 평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와관련된소수의핵심개념을중심으로학습내

용을재구조화하여개념과원리중심의심층적인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참여형 수업과 과정형 평

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학년별 또는 교과별 교사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단

위학교의특성에맞는학습내용을구성할시간적인

여유가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는 수업과연계된학습자의활동에대한기록

보다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성적등을학부모, 학습자

에게 공평하게 공개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한국의평가체제는시간적․물리적인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가 분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반재천 외, 2018; 신혜진 외, 2018).



146 강지혜․이지연

구분 선정 근거

호주
∙빅토리아주교육과정및평가기관(Victoric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 국공립및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 및 지원
∙호주교육연구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온라인 개인 맞춤평가 및 분석

싱가포르

∙싱가포르 교육대학 : 싱가포르에서 국가 차원의 교사 양성기관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력(Critical and
Inventive Thinking) 평가를 위한 루브릭 제시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싱가포르 학습공간(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

미국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를 제시
∙미국의 MIT 연구소(MIT’s Poverty Action Lab) : ASSISTments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및 맞춤형 평가 지원
및 연구

한국
∙교육부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창덕여자중학교 : 서울시교육청이 미래학교를 위한 연구학교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평가, 공간 등
학교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표 3> 평가혁신 사례 선정 근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교 평가혁신 사

례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하여 정책적․기술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국가별 학교 평가혁신 사례

본 장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과정중심평가를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등 국내외 평가혁신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등 4개국을 선정한 이유는 아래 <표

3>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미래 교육평가와 관련하

여 자국의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 및

선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호주

호주의 빅토리아 주 교육부 산하 독립기관인 빅토

리아 주 교육과정 및 평가 기관(Victorian Curri-

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이하 VCAA)

에서는 2015년 9월에 “교육 국가(Education State)”

를 표방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평가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교육연구위원회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이하 ACER)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성취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학업성취도 시험(The progressive

achievement tests, 이하 PAT)을 통해 개인 맞

춤형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AECR는 학습자의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

하여 학습 이후의 평가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개

별 또는 그룹 학습자가 학습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연

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ACER과 UNISCO

통계 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는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학

생 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의 독해력과 수

학의 평가지표를 학습영역과 수준(숙련도/학습 진

척도)을 맵핑하여 학습 도메인(Learning domain)

을 루브릭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PISA 수학적 지식에 대한 학습 도메인 루브릭 예

시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수평적 구조는 국

제적 수준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기하학 측면, 계산, 추론 등의 학습내용을

범주화하여 이해수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직적 구

조는 각 단계에서 학습 진척도/숙련도를 6가지 수준

으로 수치화하여 보여주었다. 즉, 루브릭을 통해 학

생의 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학습 진행 상황을 질

적, 양적 수준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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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ISA 수학적 지식에 대한 학습 도메인 루브릭
예시(Masters, 2014)

<그림 2> ACER 학습진행 과정의 기본 구조 및 계층
(Waters, 2018)

<그림 3> 교육 의사결정 과정 (Masters. 2014)

또한 빅토리아 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1～10학년을 대

상으로 수학, 단어, 문법, 과학, 읽기,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학업성취도 시험(PAT)을 진행하

고, 평가 결과는 4가지 레이어로 구분하여 해석하

고 있다(<그림 2> 참조) : Layer 1에서는 영역에

대한 정의, 전체 발달과정, 발달과정의 가치 등이

제시하고; Layer 2는 성취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Layer 3은 세부성취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진

술; Layer 4에서는 학습활동, 평가 예시, 학습자 활

동의 예 등 보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와 주 차원에서 수집한 평가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은 체제를 통해 단편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보다 향후 추진

방향, 정책, 중점 과제 등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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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1세기 역량을 위한 학습 및 평가 루브릭
(Tan, 2013)

<그림 5> 싱가포르 온라인 학습플랫폼(https://vle.
learning.moe.edu.sg/login)

3.2 싱가포르

싱가포르 교육부는 미래사회 대비하기 위한 학교

혁신을 위하여 21세기 역량(21century competen-

cies)을 수립하고, 학교교육은 비판적․창의적 사

고력(Critical and Inventive Thinking, 이하 CIT)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평가를 운영하

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국가 차원의 교사 양성기관이

자 연수기관인 싱가포르 교육대학(National Insti-

tute of Education)에서는 CIT에 대한 이해를 심

화시키고, CIT 증진을 위한 수업설계 및 평가를 지

원하고 있다. CIT 함양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업,

협동학습 등 ICT를 기반으로 한 교육활동을 강조

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경험을 통하여 학습 할 수

있는 수업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수행수준과 척도를 포함한 루브릭 평가를 통해 학

습자는 제시된 수행 수준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

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취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방향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 참조).

또한 싱가포르 교육부는 모든 교사 및 학생들이

평가와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

라인 학습플랫폼인 싱가포르 학습 공간(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 이하 SL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5> 참조). SLS를 통해 학생

들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학

습이 가능하고, 교사들은 온라인 퀴즈의 실시간 모

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의 진도를 측정하고 학습격차

를 줄이기 위하여 보충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더불

어 이 플랫폼을 토대로 학교 간 교사들의 새로운 교

수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3.3 미국

미국교육학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

한 프로젝트를 통해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을 수립하고,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

레임워크(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를 제시하였다. 특히 21세기역량중 K-12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의사소통 역량

(Communication), 공동체 역량(Collaboration), 창

의적 사고 역량(Creativity and innovation)이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미국의 MIT 연구소

(MIT’s Poverty Action Lab)는 ASSISTments

플랫폼을 통해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개인 맞춤

형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SSIST-

ments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고, 교수자는 학습

자 간의 학습 성과를 <그림 6>과 같이 바로 비

교․분석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과정 및 학습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는 개별 학

생에게 필요한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맞춤형 자

료 또는 문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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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SSISTments 학습성과 리포트(http://www.
aboutus.assistments.org/teacher-formative-
assessment.php)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학 과제를 위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43개 학교에서

7학년 2,850명을 대상으로 학습 성과를 살펴본 결

과, 학습지원 도구를 활용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8.84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6∼9학년생의

평균점수가 매년 평균 11.66점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artner for 21st

Century Learning, 2007).

3.4 한국

한국은 미래사회에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보

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

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개정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을 함양하도록 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 이에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미래학교를 위하여 연구학

교로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평가, 교육공간, 테크놀로지 등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교혁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과정과 연계성 있는 학생 맞춤형 평가방법의 혁신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에서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

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은 줄이고

서술형 평가로 진행하며, 정기고사 대신 구술평가,

포트폴리오, 보고서 등 수업 중에 다양한 평가 방

법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는 반

드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학

습자의 평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

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수학과의 수행평가 및 구술평가 과정을 살펴보

면,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성취기

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정하고, 각 학습내용에 대해

상․중․하 수준을 나누어 평가 루브릭을 미리 제

시한다. 학습자들은 매 시간 ‘나만의 수학공책’ 양

식에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정리

하여 제출한다.

이때 ‘나만의 수학공책’ 오른쪽 상단에 <그림 7>

과 같이 개인 식별스티커(바코드)를 부착하여 제출

하게 되는데, 이 수행평가 평가지는 스캔하여 학습

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디지털 바인더’ 프로그램에 학생 개인별, 평가항목

별로 분류하여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후 교사는 저장된 평가지에 피드백을 하여 학생에

게 돌려준다.

<그림 7> 수학 형성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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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과서의 각 단원이 끝나고 나서 시행되는

구술평가는 미리 제시된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학생이 교사에게 구두로 설명하면, 교사는

학생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며 학생의 사고 과정

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수학 문제를 지필평가가 아닌 포토폴리

오와 구술평가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사고

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맞춤형 평가로서

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의

학교 평가혁신 사례들은 모두 교육과정-수업-평

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다양한 IT 시스템과 테

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실

시간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성

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별 학생

에게 필요한 수업중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교사, 학생, 학교관리자 및 교육청 등 여러 교

육주체들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유기적 연

계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체제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체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를 위해서 첫째, 교육과정 단위에서 학습자의

학습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학습내용을 재구성하

고, 성취기준을 설정해야한다. 호주, 싱가포르, 한국

의 경우, ICT 기반으로 수행차원(dimension), 척도

(scale), 수행기술(descriptors) 등이 포함된 루브

릭을 통해 학습자 관점에서 무엇을 배우고 도달해

야 하는지, 교수자 관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

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학습자가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학습내용이

나 성취기준을 재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정으로 전환하여 실천․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 단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과

정을 촉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선정하

여 적용하고 ICT를 이용하여 학습자원을 제공한

다. 싱가포르의 경우, 학습자의 학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학습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 수학 수업 중에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과정 촉진을 위

한 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IT 기반의 객관적인

학습활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즉각적이고

확산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등 국가별 평가혁신 사

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IT 기반으로 학습

자의 모든 학습활동을 수집하여 수업 중에는 즉각

적인 피드백을, 수업 후에는 개별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호주는 수집한 평가 결과를 향후 교

육 정책 및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학습자의 평가 결과에 부

합하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든 학

습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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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T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효율적 활

용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학습과 평가관리에 요구

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업중재와 피드백의 질을

향상하여 성공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있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등 국내외 학교 평가혁신 사

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학교현장의 과정중심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림 8>과 같은

새로운 평가체제가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

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

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

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평가

혁신 체제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의 경우에

는 학습자의 학습활동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NISE를 통해 성적관리, 생

활기록부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의 문제점으로 초․중․고․대학과의 급간별

연계성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의 학습위치를 정

확하게 파악하여 개별 학습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

한 기준을 수립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학습환경이 조성될 필

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호주, 싱가포르, 미국, 한국

의 평가혁신 사례에서 ICT 기반의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확인하여 모니터링하고, 교수

자의 적절한 개입시기와 방법, 중재효과를 분석하

고 있었다. 지필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평가방

식과 비교하여 ICT 기반 평가는 교사가 보다 효율

적으로 개별 학생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

여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충분

히 수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

며, 테블릿, 노트북 등 테크놀로지 장비가 충분히

보급과 함께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 혁신을 실천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업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과 학습자 중심 수업설계를 위하여 체

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설계 및

평가 할 수 있는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하여 수준별

또는 요구별 연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 간의 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 평가 과제 설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발적

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insight)

을 교육정책수립-실행-개선에 반영할 수있는거버

넌스구축이필요하다. 앞서살펴본 호주와싱가포르

의 경우, 평가 혁신을 위하여국가 단위로 개별학습

자의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수평적, 종단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교육부가전체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총괄하되 실제 단위학교별

시행 및 지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의 한계로 인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일

관되게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평가혁신과 지원이 이

루어질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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