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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발맞춘 교육
은 학습자 개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
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문제해결력에 등
다양한 사고력을 신장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활동도 교육
목표와 내용,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 평
가의 성격과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백순근, 1995; Baek, 1994;
Lane, 1991), 과거의 ‘한 줄로 세우기’식 평가
체제는 더 이상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
로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이다.
수행평가는 대부분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
기하도록 조장하는 기존의 교수-학습 평가방
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창의성이나 문제해결
력 등 고등사고 기능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학
습을 신장하게 위해 사용되는 방안이다
(Chittenden, 1991).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 때 학
습자가 보인 반응을 통해 학습자의 능력을 평
가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평가․개별 평가․수시 평
가이며 심동적 영역은 물론 인지적 영역, 정
의적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이
다. 이와 같이 수행평가는 학습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학생의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관찰하
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움직임을 과제
로 하는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수행평

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움직임
욕구를 실현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
한 기능과 체력을 증진하며, 운동과 건강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교육부, 1999). 이러
한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획
일적인 평가 방법이 아닌 다양한 평가 방법
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학습
의 결과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누가 기록과 지
속적인 관찰을 근거로 한 학습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평가 방법상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의 학생 평가
를 결합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수행평가의 유형은 크
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수행평
가를 적용한 체육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
로 수행평가가 교사에게 필요한가(Aschbacher,
1992), 수행평가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Koretz
et al., 1994; Mitchell, Barron & Koretz, 1996),
수행평가가 초등학생의 체육 학습 활동에 미치
는 영향(차인철, 1999)등이 연구되어왔다.
둘째는 수행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유
형이다.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카드 개발(Smith,
1997), 초등 체육과 수행평가 절차 모형 개발
(남창현, 2000), 초등체육과 포트폴리오 교수․
평가 도구 개발(조한무․강상조․고기환, 1999;
유만수, 2000), 게임 활동 영역의 수행평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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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오정화,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의 활용 실태 및 교사
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 유형으로서 교사
의 수행평가 적응문화 연구(허인수, 1999), 초
등 교사들의 수행평가 시행에 대한 인식 조
사(유경희, 1999), 초등 체육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홍성철, 2002)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수행평가 효과 및
도구 개발 등과 같은 기능적 패러다임에 기
초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수업 현장에 대한 연구, 특히 수행평가의 실
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통
한 양적 연구(허인수, 1999; 유경희)로 매우
피상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은 평
가를 당하는 피험자로 취급되어 연구에서 제
외되곤 하였다. 이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향하고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을 도
모하는 것에서 출발한 수행평가의 취지에 어
긋나는 것으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의 주
체인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 인식도 연구되어
야 한다. 그러나 수행평가에 대한 중․고등학
생의 인식을 분석한 양적 연구 (류동현,
2005)을 제외하고는 수행평가에 대한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해도나 인식을 심
도 있게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행평가의 실천 과정이란 수행평가를 계
획하고 준비하여 실시,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바로 교사와 학
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생각
과 행동에 따라 수행평가의 의미 있는 실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임하는
교사와 학생의 평가 행동과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체육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초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과 수
행평가의 실천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사
고 과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과 수행평가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사고과정에 관한 깊이 있
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
초한 문화기술법(ethnographic method)을 채택
하였다. 이 문화기술법은 교수-학습 활동에 있
어서 수업에 대한 상세한 질적 측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술적 연
구(신옥순, 1991)로써 실제 수행평가가 이루어
지는 절차에 따라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사
고를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
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연구자
가 관찰 및 면접 자료 수집에 용이한 서울특
별시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력 교사로 한정하고,
이차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조언자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사전 관찰
과 사전 면담을 통해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교사의 학급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군으로 한정한 뒤 사전 관찰 및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로 동의한 2명을 최종 선정
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는 교육경력 8년차의
남교사이고, 연구 참여 학생은 6학년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다.

3. 자료 수집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업상황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활동들의 의미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방법을 채
택하였다. 면담지의 형식은 질문 내용을 설정
하여 면담을 실시하되 반구조화된 면담방법
과 비구조화된 면담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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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매시간 수업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
기 때문에, 구조화된 면담으로는 교사와 학생
의 다양한 사고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어
려움이 있고, 면담지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
변만으로는 제보자들이 가진 지식을 보다 깊
이 있고 폭넓게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이옥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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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지
수업일지는 수업 중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교사의 사고와
마음 상태를 흥분시키고 괴롭히며 의지․믿
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의지․믿음
들이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었던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표 1. 면담내용의 범주
구분
기초
면담

수행평
가전
수행평
가중
수행평
가후

면담 내용의 범주
○ 교직경력 및 전공, 담당학년 및 업무 등
○ 과거 운동 경험 및 체육 선호도
○ 연수 경험 및 동료 장학, 학교생활
○ 체육 수업의 방향과 경험
○ 체육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
○ 체육과 수행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가 계획의 실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가 실현을 위한 준비
○ 평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가 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및 만족도
○ 평가 결과의 활용

2) 참여관찰
질적 연구에서 바람직한 것은 연구대상의
심리적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지만 현
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점차적으로 참여자들의 행동 속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언어, 행동,
심리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참
여관찰이다(허미화, 1994).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수행평가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사고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행평가가 일어
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 참여자와
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3) VCR촬영
수업 관찰 후 지속적인 재 관찰, 관찰된 수
행평가의 분석, 관찰 후 협의 자료를 얻기 위
하여 수업을 촬영하였다. VCR 촬영은 참여
관찰과 함께 실시하였다.

그림 1. 교사 수업 일지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많은 양의 원 자
료를 어떻게 이해,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의
미가 달라진다. 질적 연구자는 원 자료를 어
떻게 분류, 검토, 검증,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
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안양옥, 1995).
첫째, 연구 참여자의 관찰 및 촬영․녹음에
서 얻은 원 자료와 연구 참여자일지의 원 자
료를 연구 주제에 맞는 내용의 사례 기록으
로 구분하여 구조화하였다.
둘째, 귀납적 범주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 주제를 도출한
후 수행평가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사
고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구성원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연구
조언자와의 협의, 다각도 분석법 등을 이용하
여 분석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사례별로 구조화된 자료를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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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여 사례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주제 및 범주를 잘 밝힐 수 있는 기술내용과
인용문을 선정․기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수행평가 활동에 대
한 교사와 학생의 사고과정을 규명을 위한
수업 관찰 내용과 반성 일지, 그리고 면담 자
료 등을 분석을 통해 하위주제를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1. 초등 체육 수행평가에서 일어나는 교
사의 사고과정
1) 수행평가 전 단계
(1) 평가 계획의 기성복(旣成服)화
수행평가는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일어나
는 활동으로 교사가 활동 제재의 특성과 학
생 수준,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그 학급에 알
맞은 수행평가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참여 교사는 개별적으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학기 초에
학년별로 협의 하여 수립되는 학년 수행평가
계획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학급 수행평가
계획으로 정하였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
한 시간 부족 또한 학년 수행평가 계획을 그
대로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과 현재 사용되
고 있는 교무 업무 시스템(NEIS)에 의한 성
적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평가의 주목적이 피드백도 있지만 학습자가 활동한
결과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
록을 위한 기준과 형식에 맞추어 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NEIS의 형식에 맞
추고 있죠. 영역별로 A, B, C, D 점수를 써야 하고
일람표에 쓸 때도 그렇고 NEIS에 입력할 때 영역별
로 학생들 각각을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해서 넣게
되어 있으니깐 일단은 그것을 채우는 게 기본이
죠.(A교사 기초 면담)

또한 연구 참여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교재 연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시간과 노력 투자에는
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혼자 결정하여
수립한 평가 내용과 방법보다 여러 교사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는 평가 내용과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2) 유연적인 계획 조정
연구 참여교사는 학년 공통 평가 계획을
그대로 따라 학급 수행평가 계획으로 수립하
였지만 실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활동의 특성이나
학급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과 보완을 하
여 적용하고 있었다.
학기 초 체육 수업을 앞두고 연구 참여 교
사는 가장 먼저 진행할 교수-학습 활동을 선
택할 때 교육과정 계획이나 수행평가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진도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난이도와 수행평가의 수월성
을 고려하여 단원 순서를 결정하고 있었고,
학생에게 그 활동을 경험하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의 기능 및 기술이 최
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었을 때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평가 실시를 1~2차시 미
루어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활동에 대해 남․여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었다.
일단 남자는 150, 130, 110cm 이상으로 높이를 정했
고, 여자는 130, 110, 90cm을 넘는 가를 보고, 도움닫
기와 발 구르기, 공중 자세 단계에서의 동작의 정확
성을 봅니다. 여자들은 워낙 높이뛰기에 대한 두려움
이 커서 성패보다는 열심히 참여하는 태도에 많은
점수를 줄 생각입니다.(A교사 수행평가 전 면담)

위의 면담을 통해 볼 때 연구 참여교사의
남․여의 신체적 차이에 의한 평가 기준 조
정은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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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흥적인 수행평가 준비
유연한 계획 조정과는 대조적으로 교사의
판단에 의해 수행평가 계획의 변경과 평가 준
비가 자칫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
해 부족한 연구 시간을 이유로 구체적 평가
척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평가 도구를 급조하
는 등 교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연구 참여 교사는 수행평가 실시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마
련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평가
도구 및 평가지 작성 또한 수행평가가 이루
어지기 직전에 제작하고 있었다.
협동심, 대형, 동작. 이렇게 세 부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지, 동작을 3번 틀리면 B, 5번 틀리면 C. 이런
식으로까지 세부적인 점수 기준은 미리 세우지 않습
니다. 태도 점수도 열심히 몰입해서 하는 모습을 보
이거나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면 추가해서
줄 예정입니다.(A교사 수행평가 전 면담)

실기 평가나 실제적 상황에서의 평가에서
는 한 장으로 된 체육 평가 기록부만을 사용
하였고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세웠지만 동작의 정확
성이나 태도 특히,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척도가 전
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2) 수행평가 실행 단계
(1) 평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
연구 참여 교사는 학기 초에 수립한 수행평
가 계획의 실효성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계획에 따라 체육과 모든
영역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행평가의 목
적인 학생의 성취도 확인을 위해 모든 수행평
가를 준거 지향 평가로 실시하였고, 또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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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결과를 얻고자 학기 초에 세웠던 수행평가 계
획에 제시되어 있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엄
격하게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 교사는 평가 결과를 기록
하는 평가 기록부에 평가 기준을 메모하거나
따로 칸을 마련하여 학생의 활동을 관찰한
후 해당되는 기준에 맞게 바로바로 기록하였
고, 수행평가의 기본 방향을 학생들 중 누가
제일 잘 하는 지를 판가름 하여 능력별로 학
생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체육에서 추구
하는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수행평가의 목적을 학생
의 성취도 확인으로 두고 있었다.
평가는 누가 제일 빠른 가, 누가 가장 힘이 센가를
겨루기 위한 게 아닙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
대평가를 하면 제일 잘 한 학생 1명만 성취감을 느
끼지만 절대평가를 하면 다수의 학생이 성취감을 느
끼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절대 등수를 매기는 말을
하지 않고 가능한 여러 번 도전을 해 볼 수 있게끔
합니다.(A교사 기초 면담)

(2) 평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
연구 참여 교사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의사결정1)을 하는 동안 타고난 운동 신
경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 교육 목표를 성취
해 내는 학생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열심
히 연습해도 잘 못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 의사 결정
을 내리는 것보다 출발선의 학생 수준을 바
탕으로 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고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여 평
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신△△는 고도 비만이라 다른 종목보다 높이뛰기 종
목을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단 점프를 잘 못 하니
깐. 1차시 수업에선 1m도 못 넘었어요. 오늘은 1m
20을 최고점으로 해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A교사
수행평가 중 면담)

1) 의사 결정이란, 일반적으로 평가자의 마음을 분명히 하고 판단을 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정호범,
2001). 이에 준하여 평가 의사 결정이란, 평가자가 평가 상황과 평가 목표, 성취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도달한 결론 또
는 그 과정을 의미하며 수치화된 점수나 등급, 가치 판단이 포함된 문장으로 기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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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고 개별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여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평가가 되고자하는 수행
평가의 참된 의미(국립교육평가원, 1996)를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척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학생의 태도 변화 및 우발적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사의 판단은 굉
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
한 문제점은 평가의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
리는 자승자박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음을 주
지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습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
하게 되는 것은 수행평가의 본래 의의를 상
실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전통적 평가와 같
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수행평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교사 스스로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본인의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과 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초등 체육 수행평가에서 일어나는 학
생의 사고과정
1) 수행평가 전 단계

3) 수행평가 후 단계
(1) 수행평가 결과 활용의 부재
백순근(1998)은 수행평가를 학생의 선발․
분류․배치를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지
만, 학생의 지적수준을 진단하고 학생의 이해
수준을 높이며 개별학습을 촉진하는 데 일차
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렇듯이 수행평가
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교수-학습 활동이 되
어야 하는 데 연구 참여 교사는 성적 산출을
위해 학생의 성취도 확인만을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행평가를 실행한 후 바로 다른 성
격의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수행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충․심화 활동을
통해 개별화된 지도를 하지 않았고 다음 교
수-학습 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도
하지 않아 수행평가 결과를 그 본래 목적대
로 활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습 과정
중의 하나라고. 그 결과를 다음 수업의 바탕이 되도
록 해서 좀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가야 하는 걸. 저
도 체육 점수를 가지고 종종 팀을 짜거나 하곤 하지
만 보통 대부분은 성적을 염두 해 두고 하는 거지
요.(A교사 수행평가 후 면담)

이렇게 수행평가 결과가 산출되어도 성적
산출용으로만 소극적으로 활용될 뿐 교수-학

(1)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대비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평가가 자신의 능
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 평가를 하지 않는 활동과 평가
를 하는 활동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점이 분
명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새
로 배운 기능이나 지식들을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강하고 세련되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학생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과정이 본인들이 학습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평가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평가가 가지는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시간을 내서 평가에 대비하
여 연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나 반응을 대비하기 위
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수행평가의 가치를 인
식하여 학생 스스로 연습하고자 하는 동기보
다 더 강렬한 것으로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또래집단이 청소년들의 사회생
활을 지배하며 그들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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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사회적 힘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초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래 집단
에게 받는 인정의 의미는 교사의 점수나 통
지표의 좋은 성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
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수도 중요한 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비웃을까봐 그
게 제일 걱정되죠. 다른 여자아이들은 다 넘는 데 저
만 못 넘으면, 그리고 좀 웃긴 자세가 나오면 특히
남자 아이들이 막 크게 웃고 그럴까 봐요. (C학생 수
행평가 전 면담)

(2) 무방비(無防備)적 대비
연구 참여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필요성에
의해서나 창피함에 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하
고자 마음을 먹어도 막상 언제, 어디에서, 누
구와 연습을 할 지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였다.
그들은 특히,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수행평가를 실시한
다는 교사의 공지가 대부분 수행평가 전 차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이상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
활동에 매여 있어 실제 연습시간 확보에 어
려움이 있었다.
시간의 거의 없어요. 보통 오늘 체육 수업을 하면 2
일이나 3일 뒤에 시험을 보는 데 학원도 가야하고
밤에는 연습하기 좀 그렇잖아요.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는 편이예요.(C학생 기초 면담)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 학생들은 평가에 대
비하여 연습 동료가 되어줄 또래 친구도 마찬
가지로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어 친구들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는 것은 더욱 어
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연습에 적합한 넓고 안
전한 장소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수행평가 실행 단계
(1) 긴장과 염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로 한 수업 시간 전부터 자신이 평가 과제를
시행하는 직전까지 손과 발을 떨거나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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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번거리고 다른 학생들과 수군거리며 긴
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실시되는 체육 시간을 앞둔 쉬는
시간부터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
데 수업이 시작되고 평가 활동이 진행 될수
록 그리고 점차 자신의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너희 조는 발표순서가 몇 번째니?)
저희요? 세 번째요.
(긴장되지는 않니?)
아……조금 떨리죠.
(떨려서 동작을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고?)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5분 후, 바로 다음이 너희 조인데 지금 기분이 어
때?)
괜찮아요. 그냥 좀 많이 긴장되는 되긴 해요. 앞에
한 조가 잘 해서 저희 조도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B학생 수행평가 중 면담)

한국의 학생들이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학생들의 심박 수는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
며 땀샘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이충원(1996)
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를 앞둔
학생들도 이러한 긴장을 느끼고 있었고, 평가
순서가 과제를 시행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평가 순서에 따라 다른 긴장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 적극적 시행
다른 학생의 평가 과제 시행 모습을 보며 점
점 긴장하던 연구 참여 학생들은 막상 자신이
시행할 차례가 오니 오히려 담담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평가에 임하였다. 평가 과제에만 몰
입하고자 학생들은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과 말
을 하지 않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
거나, 또는 자신이 하려는 활동의 순서를 되짚
어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모습을 보이며 평가
과제를 시행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한 평가 환경이나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
고 생각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의 평가 결과
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때에는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재평가를 요구하여 교사가 재평
가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연구 참여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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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남자, 여자 동시에 시험을 봐서 선생님께서 동시에
심판을 봐 주시지 못 하였고 공을 더 잘 하는 사람
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얘들끼리 싸우
는 시간도 많았고 목소리 큰 사림이 이기는 그런 싸
움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번 평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 했고 중간점수 없이 이기는 팀
이 A, 지는 팀이 C 받는 것이 싫다. 다음에 선생님
이 공정하게 심판을 봐 주실 때 평가를 했으면 좋겠
다. 그 땐 오늘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C학
생 반성 일지)

(3) 또래의 인정 추구
과제의 시행을 마친 연구 참여 학생은 가
장 먼저 평가 의사결정을 하는 교사가 아닌
자신을 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의 반응부터
살폈다. 시행이 끝나자마자 다른 학생들의 얼
굴 표정을 살피거나 친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에 대
한 또래의 반응을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이는 자신의 과제 시행 여부를 직접적
으로 느낄 수 있는 건 교사의 점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나 표정이고 이러
한 또래의 반응에 기초하여 자신의 성취도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의 표정이나 점수를 적는 손보다 친구들의 반응
을 먼저 봐요. 못 했어도 잘 했다 박수 쳐 주고 격려
해주는 아이도 있고 못 했다 뭐라고 하는 아이도 있기
도 한대요, 아이들 표정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B학생 수행평가 중 면담)

한편 과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학생으로부
터 부정적인 반응을 듣게 되는 경우 학생은
강한 위축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발야구
수행평가에서 4점차로 패한 C 학생은 상대편
의 학생들이 득점할 때마다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자신이 공격할 때
들리는 다른 학생의 웃음에 신경질적으로 반
응하였다. 패한 이유를 팀 구성이나 공정한
심판의 부재 등으로 돌리기도 하는 등의 방
어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Maslow는 일찍이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를
가장 기본적 욕구부터 가장 고차원적 욕구까
지 5단계로 계층화하였다. 생리적 욕구, 안정
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범주화하고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하였다
(권기욱 외, 1998, 재인용). 이에 따르면 초등
학교 6학년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인정을 받
고자 하는 욕구는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넘어 존경의 욕구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수행평가 후 단계
(1) 예측과 수용의 긍정성
평가 과제 시행을 마친 후 자신의 평가 결
과를 알기 전에 연구 참여 학생들은 평소 가
지고 있고 학습되었던 신체 활동에 대한 안
목과 공지되었던 평가 기준을 근거로 교사나
다른 학생이 결정한 자신의 평가 결과를 거
의 비슷하게 예측하였고, 자신의 평가 행동에
대해 잘 된 점과 부족한 점들에 대한 항목들
도 거의 교사와 동일하게 지적하였다.
선생님이 이기고 지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지만 지더
라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수비를 잘 한 거 같아서 A 받을 수 있을 것 같
아요.(B학생 수행평가 중 면담)

그리고 자신의 평가 결과를 유사하게 예측
하고 있어서인지 연구 참여 학생들은 교사나
동료들이 결정한 자신의 평가 결과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나 거부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
다. 특히 담임교사의 평가에 대한 의사 결정
은 평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과의 차별적인 요
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공정한 결과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반면, 학생 상호 평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평가 의사
결정은 신뢰하고 수용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장난으로 점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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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있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
우도 있었다.
(2) 수행 평가의 본의 상실
평가는 마지막 단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활동과의 연계성을 이해 못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능력을 한정지으면서 수행평가
를 대비하여 스스로 연습을 하고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차시 내에서는 열심히 과제를 시
행하며 최선을 다하던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서 수행평가를 마친 후 자신의 평가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는 전 과목을 통틀어 수십 번
의 수행평가를 치르기 때문에 한 가지 수행
평가 활동에 대한 가치나 중요도가 크지 않
고 특히 체육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번 시험이 끝나면 다음엔 다른 걸 하는데
요. 그래서 전에 봤던 수행평가 점수를 계속 생각하
는 건 아니고. 금방 사라지는 거 같아요.(C학생 수행
평가 후 면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자신의 수업행동을 되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수업행동 개선
에 영향을 주었다(조순묵, 1998)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 행동을 되돌
아보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갖도록 학습화하
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평가 결과의 원인을 추
측하게 하게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교사의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종합 논의
1) 교사의 자율적인 수행평가 운영을 향
한 과도기적 양상
수행평가가 제도화되어 학교 현장에 도입
되어 온 지 약 10년 정도 지난 현재에도 수
행평가의 운영이 아직도 획일적인 면을 보여
왔고, 또한 결과 활용의 한정적이란 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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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호권(1999)은 우리나라의 수행평가를
‘사이비 평가이고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평가
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러한 수행평가의 운영이 중앙 집권적인 국
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향하던 과거에서 학
교 수준의 교육과정, 나아가서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양상으로 바라보고 교사의 자율적
인 수행평가 운영을 향해 보다 발전할 수 있
는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발전 잠재성을 보여준 면으로는 첫
째, 수행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필요성의
확산이다. 평가의 주체인 교사 스스로가 수행
평가의 개념과 의의, 필요성을 충분히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율적인 수행평
가 운영의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다수의 교사들이 전통적인 실기 평
가보다는 자기평가, 관찰을 통한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하고 있음(이수
진, 2003; 이병삼, 2006)을 볼 때 초등학교 체
육에서 수행평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교사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보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교사
수준교육과정이 강조되어 학습자와 학교 현
장에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
발․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 학생 중심의 평가를 향한 전진과 불안 요소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교수-학습 활동
을 통해 새로 배운 기능이나 지식들을 수행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정확하고 세
련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당연
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체육과 수행평가가 학생 능력 발달
과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수업 시
간 외의 연습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모습과 교사가 남․여 개인차와
교수-학습 활동 시 관찰된 학생들의 성취 수
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제시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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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하며 연습하는 자발적인 노력의 모습
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평가 과제를 실행할
때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과
제에 몰입하고 자발적으로 재도전을 하는 등
의 적극성을 보이며 평가 과제를 실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평가가
실현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불안 요소를 다
음과 같이 학생들 내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또래 인정에 대한 강력한 욕구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교사의 영향보다 또
래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또래
의 반응을 굉장히 의식하며 민감하게 재 반
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표면적인 반성이다. 학생들
이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고 다음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루
어 져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아무런 개
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표면적인 반성만
반복하고 있었다.
3) 교사와 학생의 사고과정의 유의미적 관련성
(1) 수행평가 전 단계
수행평가 전 단계에서 교사는 크게 ‘평가
계획의 기성복화’, ‘유연적인 계획 조정’, ‘즉흥
적인 평가 준비’로, 학생은 ‘유비무환적 대비’
와 ‘무방비적 대비’로 사고과정이 범주화되었
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사고들은 서로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 모두 수행평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함께 긍정적인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수행평가임을 확신
하고 있었고, 학생 또한 수행평가가 자신들의
실력 향상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최
선을 다하고자 ‘유비무환적 대비’를 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생 모두 수행평가를 준비하
는 데 가장 힘든 점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러 과목의 많은 수행평가
일정에 밀리고 교사는 담임 업무 및 담당 업
무에, 학생은 여러 과목에 대한 부담과 학원

수강에 쫓겨 충분한 수행평가 준비를 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수행평가 전 단계에서
교사는 ‘즉흥적인 평가 준비’와 학생의 ‘무방
비적 대비’ 양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셋째, 학생의 ‘무방비적 대비’로 인한 손실
을 막기 위하여 교사의 ‘유연적인 계획 조정’
이 나타나는 경우로 교사는 난이도가 낮고
준비기구가 적은 활동부터 하거나 평가 차시
를 뒤로 미루는 등의 계획 변경을 통해 학생
의 무방비적인 평가 대비를 사전에 예방하거
나 그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이다.
(2) 수행평가 실행 단계
수행평가 실행 단계에서 교사는 ‘평가 기준
의 엄격한 적용’, ‘평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의
사고과정을, 학생은 ‘긴장과 염려’, ‘적극적 시
행’, ‘또래의 인정 추구’의 사고과정을 보였다.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평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으
로 인해 학생들의 ‘적극적 시행’이 독려되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교사는 학생의 개
인차와 태도 변화, 우발적 상황에 대한 학생
의 부진 등을 고려한 개인의 의미 있는 평가
가 되고자 노력하였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능
력을 최대한 발휘․과제에 몰입하고 자발적인
재도전을 하는 등의 적극적 시행을 가져왔다.
둘째, 교사의 ‘평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
로 인해 가중되는 학생의 ‘평가 자체에 대한
긴장’에서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
다. 교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구하
기 위해 철저하게 준거 지향 평가는 학생들
의 평가 행위 자체에 대한 긴장을 가중시키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철저한 준거 지향 평가’를 실현하
며 학생의 목표 달성도만을 확인하는 교사와
‘또래의 인정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성취를
비교․서열화를 통해 또래들의 인정을 더 의
미 있는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의 사
고과정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였다.

안양옥․박상봉․박명화

(3) 수행평가 후 단계
수행평가 후 단계에서 교사는 ‘결과 활용의
부재’를, 학생은 ‘예측과 수용의 긍정성’과 ‘평
가의 본의 상실’의 사고과정을 보였다. 이 단
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평가 결과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부족하고 평가 결과를 본래 목
적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일치성을 보였다.
먼저 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부재와 학생의
표면적인 반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평
가 결과의 원인을 학생의 능력으로 여겨 자
신의 수업 방법에 대한 책무성을 회피하고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교사의 자세는 학
생의 학습 능력을 신장을 위한 동기 유발을
전혀 일으키지 못 하였고 평가 결과를 성적
처리에만 활용하는 교사의 성적처리 방식은
다음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기대나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전 과목을 통틀어 수십 번의 수행평
가를 치르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한 항목에
대한 기대나 중요도가 크지 않은 학생들의
체육교과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은 교사에게
도 영향을 미쳐 평가 결과를 의무사항인 성
적 산출의 근거자료로만 활용할 뿐 평가 자
체로써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학습 추구
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Ⅳ.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체육과 수행평가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실행하
고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아람 초등학교(가
칭)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1명과 그 학급의
남․여 학생 각각 1명씩을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에 기초한 문화
기술법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행평가 전 단계에서 교사는 부족한
시간에 성적 처리 방식과 동료 교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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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여 학년 수행평가 계획을 그대로 따
라 학급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한
계획을 실천할 때 학급 상황이나 학생의 준비
도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였지
만 평가 도구를 급조하거나 구체적인 평가 기
준 없이 평가를 임하는 등 즉흥적인 평가 준비
를 하였다. 이에 학생은 수행평가의 가치를 인
식하거나 또래 학생들로부터 부정적 반응으로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였다. 하지
만 교사의 즉흥적인 평가 준비로 인해 학생들
은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고 연습 동료도 구하
기 힘들뿐 만 아니라 연습 환경도 열악하여 무
방비적으로 평가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둘째, 수행평가 실행 단계에서 교사는 공정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구하며 철저한 준거
지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 기준을
보면서 학생의 과제 시행을 관찰, 즉시 기록
하며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하지
만 학생의 능력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관찰을 토대로 평가 의사
결정을 하였고 긍정적인 태도 변화나 우발적
상황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의사결정 하였다. 하지만 점수 반영 비율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평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대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에 학생은
평가 자체에 대한 긴장과 평가 순서에 따른
영향성을 염려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또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
가 과제에 몰입하여 시행하였고 자발적으로
재도전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셋째, 수행평가 후 단계에서 교사는 평가
결과를 의무사항인 성적 산출의 근거 자료로
만 활용하고 부족한 체육 시수, 학생들의 흥
미 고려,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충․심화 활
동을 통한 지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평가 결
과를 학생의 능력으로 귀인하고 자신의 전문
성 부족 때문에 수업 개선에 대한 영향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생은 신체
활동에 대한 안목과 평가 기준에 대한 대략
적인 이해를 통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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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의 공정성을
신뢰하여 평가 결과를 반발 없이 그대로 수
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라고 섣불리 판단하
여 표면적인 반성만을 하였고 평가를 학습과
정의 일부가 아닌 학습 활동의 마지막 단계
라고 인식하여 다음 활동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 하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대한 동기 유발
이나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 하는 등의 평
가의 역할이 상실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체육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사고과정을 통해 초등학
교 체육 수행평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체
육 수행평가가 일어나기 전․중․후 수업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여
초등학교 체육 수행평가의 모든 것을 담고 있
다고 전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수행평가
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육
수업 운영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심
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과 평가적 관점, 사고는 오랜 기간 에 걸쳐
형성됨을 전제할 때 교사와 학생의 수행평가
에 대한 인식과 사고과정의 형성 과정과 변
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요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간의 인지체계와 사고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교사와 학생의 사고과정
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 결과는 체육 교
사 교육 및 체육 교육과정 개발에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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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er's and Student's Thought Process during
Performance Assessment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Ahn, Yang-Ok․Park, Sang-Bong․Park, Myung-Hwa
This study was to find out by what kind of thoughts do the teachers and students are
performing performance assessment who are the subjects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the physical education taught at the elementary school. So, it analyzed the course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thought classifying the before, middle and after physical education
performance assessment by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class.
First, at the previous stage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 teacher established class
performance assess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plans of grade performance assessment
relying on the method of result processing and specialty of the colleague teachers. When
implementing those plans, they also changed the plans flexibly according to the class
situation or preparation of the students, but they prepared impromptu assessment working
on the assessment without concrete evaluation standard or hurried the assessment tools. To
this, the student practiced spontaneously to avoid from the negative feedback from the
students or recognize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But, by the impromptu
preparation by the teacher, the students lacked in practice time, and had difficulty in
seeking for the practice mate, and the environment was deteriorative, so they prepared to
the assessment defenselessly.
Secon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performance assessment, teachers practiced
thorough standard oriented assessment while pursuing fair and objective assessment. Also,
by seeing the assessment standard, they observ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tudents for
their assignments and recorded at once and applied the assessment standard sternly.
But, it was not applying that in the lump according to the ability of the student, but
made a decision of the assessment based on the accumulated observation and they made
decisions of the assessment while judging of their will about the accidental situation or
positive attitude change. But, the rate of point reflection is vague and is not consistent, it
was confronting with the strict appliance of the assessment standard. To this, the student
worried the influence of the tension and assessment order of the assessment itself, but they
showed activeness like implementation while being immersed in the assessment assignment
to be admitted by the peers while displaying their best abilities.
Third, after the stage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 teacher utilized the assessment
result as the basic data of the result output, and by the reason of insufficient class time,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and burden on the class preparation, they didn't
guide through supplemental and in-depth activities to the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