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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ae-Dong, Sung-Hye Kim and Jong-Bai Hwang. 2019.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bout the process-oriented English
assessment in Korean second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9-4,
778-795.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perceptions of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bout the process-oriented assessment in English
teaching classrooms. Three hundred seventy fiv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5,43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1,937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was designed to collect the participants’ opinions about the reality and problems
of implementing the process-oriented assessment in English teaching classrooms. The
survey also tries to seek efficient ways to perform the new method of assess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high percentages of English teachers are using the
process-oriented assessment in their English teaching classrooms. In addition, it should
be first noted that the English teachers strongly insist that their workload be reduced
for the process-oriented assessment to be appropriately implemented in the classroom.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students in the secondary schools in Korea are
satisfied with the assessment in the English classrooms, and the parents prefer
performance assessment over paper and pencil tests.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ocess-oriented
assessmen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lassrooms of Korea.
Keywords: process-oriented assessment, performance test, English test in Korean
secondary schools, problems of the process-oriented assessment

1. 서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상대평가와 결과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평
가와는 달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평가의 결과가 교수·학습의 질을 개

* 본 논문은 2018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8-26)
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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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데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로서 과정 중심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p. 3).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학습의 결과
와 과정’을 모두, 혹은 학습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교수·학습과 평가를 통합하여 이루
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정 중심 평가로의 방향 전환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평가 패러다임
을 새롭게 바꾸는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p. 3).
표 1. 과거의 평가 방식과 과정 중심 평가의 비교
평가 체제

평가 목적

평가 내용

종래
∙상대평가
평가
∙양적평가
방식

∙한줄 세우기
∙선발, 분류

과정
∙절대평가
중심
∙질적평가
평가

∙결과/과정
∙여러 줄 세우기
중시
∙지도, 조언

∙결과 중시

평가 방법

평가 시기

교수·학습

∙지필평가
∙일회 평가
∙교수·학습과
∙객관성, 일관성, 분리
공정성 강조

∙교사 중심
∙암기 위주

∙다양한 평가
방법
∙종합적 평가
∙전문성, 타당성
강조

∙학생 중심
∙탐구 위주

∙학습의 과정
∙교수·학습과
통합

표 1의 비교를 보면, 종래의 평가 방식과 달리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시하고, 일회성 지필평가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
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평가 방식은 교사를 중심으로 한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탐
구력을 기르는 학생 중심의 평가로서 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각론인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적
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의 4기능 중 말하기, 쓰기의 수행평가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정 중심 평가를 암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pp. 35-39).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는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며, 교
사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자기평가 등 평가주체를 다양화하여 실시한다.
쓰기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는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며 교사평
가, 학생 상호 평가, 자기평가 등 평가 주체를 다양화한다.
또한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과정 중심 평가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학
습의 과정 및 교수·학습과 통합된 평가와 관련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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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p. 72).
∙ 교사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자기평가
∙ 지필평가(선택형 문항: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배열형 / 서답형 문항: 단답형, 제한적
논술형, 논술형)
∙ 수행평가(관찰, 구술, 면접, 시연 등)
우선 평가의 주체에 있어서는 교사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들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스스로 하는 자기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의 형식에 있어서는 선택형 문항으로 이루
어지는 기존의 지필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서답형 지필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관찰이
나 구술, 면접과 시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제시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중·고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이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상
당히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과
정 중심 평가의 명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김성혜 외 2019). 과정 중심 평가를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학
생이나 학부모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영어교사들의 고민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의 또 다른 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과정 중심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성평가나 수행평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
하지 않아 궁금증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가 우리의 영어교
육 현장에서 영어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정 중심 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영어교
육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과 형식,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
상을 위한 바람직한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자 한다.

2. 선행 연구: 영어과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는 현재까지 주로 평가의 개념에 대한 탐구 혹은 평가 모형의 개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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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는데(박지현 외 2018), 그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아직 2년차에 머
물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의 현장 적용에 따른 평가의 효율성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범교과적 연구들
은 주로 과정 중심 평가의 실태나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에 그치고 있다(박지현 외
2017, 반재천 외 2018, 신혜진 외 2017, 안광식 외 2016, 이근식 외 2015, 이지혜 2017,
정수정 2016, 조수영 2017, 홍혜정 2017 등).
영어교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과정 중심 평가의
모형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논문들(박재희, 정현성 2017, 심규남 2018)과, 과정 중심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김성혜 외 2019, 황종배 외
2016)로 나눌 수 있다. 영어교과 과정 중심 평가의 모형 개발 연구들은 모두 초등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먼저 박재희와 정현성(2017)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과
정 중심 듣기와 말하기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고 그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해석 단계(interpretive stage)와 상호 이해확인 단계
(interpersonal stage), 창의적 언어 표현 단계(creative language production stage)의 3단
계로 구성된 과정 중심 평가의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개발된 평가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것을 초등학교 5학년 한 영어 교과서의 단원에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형
의 효과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후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의 변화와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에서 겪는 흥미와 자신감, 학습 동기 등 정의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검증
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
모형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하여 교수·학습과 평가를 통합하
여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영어에 대하여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과 사후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규남(2018)의 연구는 초등영어 대상 과정 중심 평가의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에 대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자는 일반적인 영어평가의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에 초등학교 영어 수업 교실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의 양상을 반영한 4단계(계획 - 실행 - 점검 - 성적통지 및
보고) 과정 중심 평가 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 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초등영어 교사 3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교사들의 인식을 보면, 교사들은 평가
의 타당도, 신뢰도, 실제성, 그리고 공정성 측면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을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의 현장 수행에 있어서는 현실적
인 제약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등학교의 영어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에서 상시적 관찰평가와
영역별 2회 이상의 평가, 단원을 범위로 하는 평가, 등급과 서술을 결합한 형태의 성적 통
지 방법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정 중심 평가의 지향점과 마찬가지로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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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학생의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영어 교과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자 한 시도로 황종배 외(2016)의 연구와 김성혜 외(2019)의 연구가 있다. 황종배 외
(2016)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초·중·고 영어교사 2,0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 참가 교사
의 83.3%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혜 외(2019)의 최근 연구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 교과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5명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심층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영어과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의 현황과 함께 시행상의 문제점 및 과정 중심 평가의 성공적 안착
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현재의 학교 영어 평가가 안
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 수업과 평가의 괴리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영어 수업에서는 정상적인
과정 중심 평가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수업과 평가 이외의 업무 부담
이 절대적으로 경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의 효율적
인 모형과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의 주제에 관한 이슈를 구체화하고 설문 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사와 영어교육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전국의 5개 지역권(서울 및 수도권, 강원권, 세종 및 충청권, 대구 및 경북
권, 광주 및 전남권)에 걸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16명, 영어교육 전공교수 7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한 후, 질문과 응답 내용을 바탕
으로 한 집중 면담으로 이루어졌는데, 과정 중심 평가의 영어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효율적
인 방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내
용은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이 결정되었
다.

782

황종배 외 2인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평가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조사: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무선 표집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추출하
고, 학교별로 교사 2인, 학년별 1개 학급씩 임의로 선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영어교사 178명, 고등학교 영어교사 197명, 중학
생 2,825명, 고등학생 2,613명, 중학생 학부모 1,071명, 고등학생 학부모 866명이 설문조사
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 교사
376명 중 중학교 교사가 178명(47.5%), 고등학교 교사가 197명(52.5%)이었고, 거주 지역
별 분포로는 대도시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31.6%, 읍면지역이 27.7%를 차지
했다. 성별 분포는 남교사가 25%, 여교사가 75%, 연령별로는 30대가 30.9%, 50대가
30.3%의 순이었으며 20대는 9.3%, 60대는 4명으로 1.1%에 불과했다. 교직 경력에 따른
비율을 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의 교사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경
력의 교사가 19.71%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5,438명 중 중학교 학생들이 2,825명(51.9%), 고등학교 학생
들이 2,613명(481.%)이었으며, 학교급별 학년 분포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1학년 968명
(34.3.%), 2학년 932명(33.0%), 3학년 925명(32.7%)이었으며, 고등학교는 1학년 896명
(34.0.%), 2학년 862명(33.0%), 855명(32.7%)이었다.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
시가 39.2%, 중소도시가 35%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45.2%, 54.8%
참여했다. 영어 사교육 경험의 유무를 보면 중학교 학생의 83.5%, 고등학교 학생의 81.2%
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총 1,938명의 학부모들 중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들이 1,072명(55.3%),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이 866명(44.7%)이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이 38.5%, 중소도시 33.6%, 읍면지역 27.9%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15.9%, 여자 84.1%, 연령은 40대가 75.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8%로 나타났다. 자
녀의 영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84.5%의 학부모들이 ‘있음’으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의 총 3종의 설문
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항 유형, 설문 대상별 차이점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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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고등학교 설문지 구성
설문 내용

문항 유형

교사

학생

학부모

배경 정보(성별, 지역, 학년, 경력, 사교육경험 등)

선택형

○

○

○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시 여부
과정 중심 평가 시 직면하는 어려움/ 문제점
과정 중심 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요소/ 방안

설문조사지는

척도형

○

척도형(교사)/
선택형

○

○

선택형

○

○

○

먼저 교사 설문의 경우 참여 대상자의 배경 정보와 함께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시 여부와 과정 중심 평가 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요소와 방안을 묻는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학생 설문의 경우
는 교사설문과 마찬가지로 참여 대상자의 배경 정보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였으나 교사 설
문과는 달리 과정 중심 평가의 실시 여부를 묻는 항목은 들어 있지 않았고, 단지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요소나
방안을 묻는 설문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항목은 역시 참
여 학부모의 배경 정보에 대한 문항이나 과정 중심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요소나 방안
을 묻는 문항은 포함되었으나, 학부모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시 여
부나 과정 중심 평가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포커스 그룹 운영 결과
포커스 그룹의 운영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주요 도구인 설문지의 질문 항목
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5개 권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와 영어 전공 교수,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중 면담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영어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과정 중심 평가의 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의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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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
과정 중심 평가의 문제점

과정 중심 평가의 학교 현장 안착 방안

• 교사들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과정 중심 평가의
실시에 대한 거부감 역시 상당한 수준임
• 과정 중심 평가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혼란: 기
존의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와의 차별성에 대
한 혼란이 있음
• 학생 활동 중심 수업과 함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학교 상황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 부족은 과정 중심 평
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으
로 평가의 변별력은 지필고사를 통하여 확보하
는 상황이므로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들 영어능
력 평가에 큰 의미가 없음

•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경우 교사들의 평가 업무
가 급증함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이나 평가 외 업
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
요함
•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교사들의
평가 자율성과 권위를 확보하고 민원을 교사 대
신 해결해줄 수 있는 권역별 평가 전문 자문센터
의 구축이 필요함
• 교사들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향상
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연수가 필요함: 평가 전
문가 및 수석 교사들에 의한 과정 중심 평가 컨
설팅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
원의 과정 중심 평가 점검단 혹은 자문단을 운영
할 필요가 있음

포커스 그룹과의 집중 면담 결과를 보면,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가 영어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영어교사들은 과
정 중심 평가에 대하여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과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서 교사들의 재량권 부족과 함께 변별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영어 교육의 현장에 제대로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해결,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뒷
받침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설문조사 결과
포커스 그룹과의 집중 면담을 통해 도출된 영어과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
로 개발된 설문지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를 대상별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4.2.1 영어교사 설문조사 결과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총 376명(중학교 교사 178명, 고등학교 교사 1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과정 중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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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어
렵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표에 제시한 평균값은 5개 선택지를 1~5점 동의하는 척도로 환산하여 구한 값이다.
표 4.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 가능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전체

5
(1.3%)

63
(16.8%)

106
(28.2%)

154
(41.0%)

47
(12.5%)

1
(0.3%)

3.47
(0.96)

376
(100.0%)

설문 결과를 보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하여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비율이 53.5%에 이르러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28.2%에 이르고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업 교실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 가능성을 교사들은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행 가능성과 별도로 실제 영어 수업 교실에서 교사들이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
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과정 중심 평가 실시 여부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없음

평균
(표준편차)

전체

6
(1.6%)

34
(9.0%)

131
(34.8%)

172
(45.7%)

32
(8.5%)

1
(0.3%)

3.24
(0.94)

376
(100.0%)

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의 실시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54.2%(‘그렇다’ 45.7%, ‘매
우 그렇다’ 8.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과정 중심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고, 이를 영어 수업의 교실에서 실제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를 보면 과정 중심 평가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을 한 교사들은 불과
10.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선택 항
목을 통해 조사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문제점 항목들은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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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그룹과의 집중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5가지로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다’,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 ‘학생 및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많다’, ‘교사
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리고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가 그것들이다.
표 6. 과정 중심 평가의 문제점
전혀
그렇지
않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
학생 및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많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연간 평가
계획 수립, 교사
간의 협의 등)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변별력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
(3.5%)

70
130
141
(18.6%) (34.6%) (37.5%)

22
(5.9%)

0
(0.0%)

3.24
(0.94)

376
(100.0%)

4
(1.1%)

63
97
159
52
(16.8%) (25.8%) (42.3%) (13.8%)

1
(0.3%)

3.51
(0.96)

376
(100.0%)

18
(4.8%)

92
123
103
39
(24.5%) (32.7%) (27.4%) (10.4%)

1
(0.3%)

3.14
(1.05)

376
(100.0%)

1
(0.3%)

15
(4.0%)

54
132
173
(14.4%) (35.1%) (46.0%)

1
(0.3%)

4.23
(0.86)

376
(100.0%)

5
(1.3%)

38
93
163
76
(10.1%) (24.7%) (43.4%) (20.2%)

1
(0.3%)

3.71
(0.95)

376
(100.0%)

교사들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연
간 평가 계획 수립, 교사 간의 협의 등)’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평균 4.23),
이 항목에 대해서 무려 81.1%의 교사들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는 과정 중심 평가의 실시에 따라 교사들은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밖에 영어교사들은 63.6%가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변별력이 부족하다’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56.1%가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에, 43.4%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다’, 37.8%가 ‘학생 및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많다’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하였다. 선택형 항목 이외에 기타의 의견으로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수준별 수업 지도의 어려움’, ‘수능 중심 입시 제도에 따른 문제점’, ‘교사 전문성 강
화의 필요성’, ‘영어 수업 시수의 부족’ 등을 주관식으로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마지막 항목은 과정 중심 평가가 학교 영어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과정 중심 평가로 인한 교사 업무의 과중 문제는 이 설
문 항목의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의 교사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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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수 축소 등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과정 중심 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28.5%의 교
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 모형 및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8.8%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과
정 중심 평가에 대한 신뢰 조성’, 5.3%가 ‘과정 중심 평가 관련 연수 활성화’, 그리고 2.7%
가 ‘채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신뢰도 제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식으로 응답한 기타
의견에서 교사들은 ‘평가 지침의 유연성 확보’, ‘수준별 수업의 실행’, 그리고 ‘입시 위주 교
육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7. 과정 중심 평가 안정적 정착 요소
학생, 학부모.
과정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수 축소
교사의 과정 채점 프로그램
평가 모형 및
평가 관련 등 교사 업무
중심 평가에 제공을 통한
평가기준 개발
연수의 활성화 부담 경감
대한 신뢰
신뢰도 제고
및 보급
조성
20
(5.3%)

188
(50.0%)

107
(28.5%)

33
(8.8%)

10
(2.7%)

기타

전체

18
(4.8%)

376
(100.0%)

4.2.2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결과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5,438명(중학생 2,825명, 고등학생 2,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서의 영어 평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학교에서의 영어 평가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학교 영어교육
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설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 평가의 비
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8을 보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
생들의 비율이 48.9%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의 비율을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영어교육의 효과적인 수행
을 위해서는 영어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변화해야 할 것으로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잘 보여준다.
표 8. 영어 수업의 효율성을 위한 평가의 중요성

학교 영어평가의
내용과 방법 변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4
(3.2%)

218
(4.0%)

2,386
(43.9%)

1,589
(29.2%)

1,071
(19.7%)

3.58
(0.95)

5,4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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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장 많은 36.6%의 학
생들이 ‘점수에 의한 상대평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22.2%의 학
생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 13.6%가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수행평가 방식’, 12.9%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평가의 연계가 부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 영어교육이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및 과도한 경쟁
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주관식으
로 응답하게 한 기타 문제점(14.7%)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
대비가 어렵다는 점’, ‘과정 중심 평가로 더 늘어난 학습 부담’, ‘수행평가의 양이 많다는
점’, ‘교과서 내용이 아닌 평가 방식’, 그리고 특히 서술형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을 통한 영어 능력 평가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많이 표출하였으며 문법을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으면서 시험에는 문법 위
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과의 과정 중심 평가, 특히 수행평가에 대하여 학생들의 부정
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영어 평가 관련 문제점
수업에서 배운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과 평가의 시험으로 인한
연계가 부족
사교육 의존
699
(12.9%)

1,207
(22.2%)

점수에 의한
상대평가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수행평가 방식

기타

전체

1,992
(36.6%)

742
(13.6%)

798
(14.7%)

5,438
(100.0%)

한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의 과정 중심 평가 혹은 수행평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
을 토로하고는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효과적인 영어 평가 방법에 있
어서는 전통적인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 위주의 과정 중심 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영어 평가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인 표 10을 보
면,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40.4%가 ‘수행평가(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평가 포함)’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33.4%는 ‘지필평가+수행평가’라 응답하였다. 반면, 학생들로부터 낮
은 선호를 보인 것은 ‘지필평가(서술형 평가 포함)’로 19.6%만이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주
관식으로 응답한 그밖에 다른 의견(6.6%)으로는 실용적인 영어 사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봐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단순 암기식이 아닌 영어 회화
위주의 수행평가로의 학교 영어 시험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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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영어 관련 평가 방법
지필평가 (서술형
평가 포함)

수행평가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평가
포함)

지필평가 +
수행평가

기타

전체

1,067
(19.6%)

2,197
(40.4%)

1,814
(33.4%)

360
(6.6%)

5,438
(100.0%)

4.2.3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1,938명의 학부모(중학교 학부모 1,072명, 고등학교 학부모 866명)들을 대상으
로 학교에서의 영어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먼저 현재 학교에서 시행
되고 있는 수행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혼자서도 수행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
부모의 비율은 33.2%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학부모들의 비율도 31.4%에 이르러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혼자 감당하기에 약간 벅차다고 학부모들은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학부모의 수행평가에 대한 의견

학생 혼자서도
수행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7
(8.1%)

451
(23.3%)

686
(35.4%)

488
(25.2%)

156
(8.0%)

3.02
(1.06)

1,938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문제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인
표 12를 보면, ‘점수에 의한 상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32.9%의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어
려운 시험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에 대해서는 29.5%의 학부모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평가의 연계가 부족’에 대해서는 16.5%의 학부모들이,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수행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15.5%의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5.6%의 학부모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의 영어교육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밖에는 문법 위주의 평가나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790

황종배 외 2인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평가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조사: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표 12. 중·고등학교 학부모: 영어 관련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수업에서 배운 지나치게 어려운
혼자서는
점수에 의한
내용과 평가의 시험으로 인한
대비하기 어려운
상대평가 방식
연계가 부족
사교육 의존
수행평가 방식
320
(16.5%)

572
(29.5%)

637
(32.9%)

300
(15.5%)

기타

전체

109
(5.6%)

1,938
(100.0%)

효과적인 학생 영어능력 평가 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인 표
13을 보면, 39.2%의 학부모들이 ‘지필평가 + 수행평가’를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38.1%
가 ‘수행평가(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평가 포함)’를 선택하였다. 반면, ‘지필평가 (서술형 평
가 포함)’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11%에 그쳤다. 또한 주관식으로 응답한 기타 의견으로는
‘토론을 활용한 평가’, ‘평가를 하지 말고 영어로 놀게 하고 영어에 익숙하게 하여 입시목적
이 아닌 생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시켜야’, ‘영자신문이나 잡지로 포트폴리오 작업
을 학교에서 모둠별 작성 및 토론 수업’ 등이 있었다.
표 13. 영어 평가 방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행평가
지필평가
(말하기·쓰기 평가
(서술형 평가 포함)
포함)
214
(11.0%)

739
(38.1%)

지필평가 +
수행평가

기타

전체

919
(47.4%)

66
(3.4%)

1,938
(100.0%)

5.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가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현장
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향후 과정 중심 평가가 학교
영어교육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안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전국의 영어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현재 영어 수업 교실에서 과정 중심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안정적인 과정 중심 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의 경감과 함께 과정 중심 평가 모형 및 평가기준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향후에도 영어 평가는 수행평가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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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단지,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교사들이 어려운 문
법 지식을 묻는 문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평가와 관련하여서 상대평가 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필과 수행평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점 관심 사항인 과정 중심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가운
데 하나로서 학생들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학교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표준화된 평
가 방법의 부재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가 시
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정 중심 평가가 우리의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보여주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무려 50%의 교사들이 ‘학생 수 축소 등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과정 중심
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고 있고, 28.5%의 교사들은 ‘과정 중심
평가 모형 및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8.8%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
한 신뢰 조성’, 5.3%가 ‘과정 중심 평가 관련 연수 활성화’, 그리고 2.7%가 ‘채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신뢰도 제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 및 학생, 학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정
중심 평가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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