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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평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 모색

*

**

안 경 숙․김 소 향

본 고에서는 평가의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유아에 대한 평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아 교육 평가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유아 교육
평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탐색하여 유아 평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총체적이고
역동적이며 심층적인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총체적이고 역동적이며 심층적인 평가
방법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Ⅰ. 서 론

교육이 인간의 행동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면서 교육평가라는 단어가 출현하였다.
1900년대 Thorndike가 평가를 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제안한 이래로 평가는 형식적 교육
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으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본질적인 부분으
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유아교육 분야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
역에 비해 거의 강조되어 오지 않았으며, 예비 교사교육이나 현직 교사교육에서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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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어도 그것은 대개 학습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좁게 정의되었고, 주로 학습결과에 대한 측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해왔으
며, 교육의 질과 관련된 평가의 문제는 최근에 와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대에
와서 유아교육기관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교육의
질과 관련지어 평가의 문제가 중요시되었다. 이는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 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질이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
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변인들이 증가하여 교육평가는 가르치고
배우는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것’의 가치, 질, 유의성, 양, 정도, 조건에 대한 가치 판단행
위로 확대되었고, 교육평가에서 ‘어떤 것’이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박찬
옥, 정미라, 김영옥, 1997; 성태제, 1999).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교육 상황
에서 전개되는 평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와 학습자의 수행 평가 등 매우 다양하며, 수준과 영역,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
가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재춘, 1998). Spodek 과 Saracho(1997)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크게 교육과정 평가와 유아의 발달과 성취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고, Martin(1997)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와
유아의 발달과 성취에 대한 평가 및 교사의 교수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유
아 교육 평가는 교육과정의 적절성이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개별
유아들의 성취나 발달 수준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며, 교사의 교수 활동을 평
가하는데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
며, 그러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평가와 관련된 연구나 문헌들은 주로 유아교육과정 모델 평가
나 적절성 평가(박찬옥 외, 1997), 기관 및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프로그램 평가 척도 개
발(강숙현, 1991; 이은해, 이기숙, 1995; 1996) 등 주로 유아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의 질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과 관
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 더 직접적으로 필요
한 것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의 발달의 진보과정이나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학습의 성과나 개선점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평가
의 실태 및 원장과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이정환, 김지영, 1996;
홍혜경, 1996)는 상당수 유아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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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교사들이 적절한 평가 도구의 부족과 평가 기준의 미흡, 평가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평가의 방
법에 대한 교사의 연수 실시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유아에 대한 평가 방법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유아 평
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아 평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총체적
이고 역동적이며 심층적인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기본 원리와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적
용상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아교육 평가 방법의 최근 동향 및 문제점

유아교육 평가 방법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탐색하기에 앞서 유아 교육 평가를 어떻
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평
가와 관련하여 많은 관점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관점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
평가의 방법들이 다르게 사용되어져 왔다. 김인식과 최호성(1996)은 교육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판단론적 관점, 정보처리론적 관점, 통합절충형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고,
Posner(1996)는 “전통적 관점, 경험형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학문구조형 관점, 인지주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평가는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은 학습과 발달이론에 따라 “성숙주의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고(이기숙, 2000), 이데올로기에 따라 낭만
주의적 관점, 문화전달주의 관점, 진보주의 관점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Kohlberg &
Mayer, 1972). 그러나 대부분 학습과 발달에 따라 구분된 관점에 따라 유아교육과정 및 평
가 방법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유아교육의 역사적 변천 속에서 자연
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초기 유아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그 당시의 유아교육에 대한 성숙주의적 관점의 영향으
로 유아들이 학교에서 특정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발달 준비 검사
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준비도 평가는 종종 읽기 교수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유아의 발
달적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1965년에 Frances L. Ilg와 Louise Bates Ames는 Gesell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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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준비도 검사를 출판하였고, 이러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유아들이
학교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Spodek & Saracho, 1997). 이와 같은 평가 결
과 학교에 갈 준비가 안된 유아들은 입학이 연기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검사들은 오늘날
의 학교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이와 같은 형태의 평가가 점차 증가되고 있
는데, 이것은 유아의 학습무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유아의 발달적 기능에 대
한 적격심사(Developmental Screening in early childhood)’를 의미한다. 발달적 적격심사는 1930
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평가로서, “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최대한의 발달을 그 근본 기능으로 해야한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발달적 적격심사
는 발달론적 시각에서 교육을 평가하고 발달이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
며, 단지 현재 유아의 발달수준과 학습의 수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사 결과 학습무능력의 유아로 판단될 경우 유아가 발달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학습무능력으로 판명된 유아들을 행동주의적 학습방식
으로 단기간동안 훈련시켜 학교에 입학시킬 준비를 갖출 것인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발
달을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계획하여 그들이 좀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그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신뢰도의 문제이다. 즉 유아의 발달과 학습수준을 단지 한가지 도구로 검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Meisels(1992)는 유아가 학
교에 가기 전에 계속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결정하여 학
습무능력의 유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달적
준비도 검사가 갖는 성숙주의적 관점의 한계와 신뢰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평가 전략을 사용하여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나 가족 요소를 포함시
키는 평가가 이루어져 미리 그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적 적격심사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초등학교에 대한 입학의 결정
이 부모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5세아 조기입학이 허용된 이
후 많은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의 발달적 적격심사에 대한 체
계적이고 타당한 평가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된 검사(standardized test) 방법은 주로 행동주의적 관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평가의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어졌으나, 표준화된 검사에 대한 과신과 잘못된 사
용, 형식적인 사용의 남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린 유아들에게 좀더 적절하면서 교
사의 요구와 목적에 일치되는 평가의 실제를 요구하게 되었다(Goodwin & Goodwin, 1997;
Hills, 1993; Perrone, 1991). 사실 그 동안 표준화된 검사는 평가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쉽게
이용되어졌고, 모든 장소에서 동시에 값싸게 빨리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준화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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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유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Goodwin & Goodwin,
1997; Hills, 1993). 첫째, 유아를 설명하고 그들의 발달과 학습의 과정을 위한 타당하고 신
뢰할 만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 둘째, 표준화된 검사방법은 교육과정이 실제로 무엇을 가
르쳤는지에 대한 유아의 진보과정을 측정할 수 없다. 셋째, 성취검사의 득점은 실제로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상응하지 못한다. 넷째, 표준화된 평가도구에 내재되어 있을 편견
의 문제로 인종, 문화, 언어, 성에 따른 일차적 편견과 연령과 사회, 경제적 상태의 다양
성에 관계된 이차적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의
문제에 따라 유아들의 수행능력과 과정을 평가하는 질적인 평가방법이 강조되어 점차 확
산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 교육 평가를 발달적 준비도의 측면으로만 인식하거나 단순히 학
생들의 성취를 측정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평가에 대한 미시적 시각으로 미래를 위
한 평가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아교육에서의 평가는 발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교육의 총체적 과정 속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하며, 유아교
육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맥락의 전체 과정 속에서 이해되고 역동적으로 다루어져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유아교육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유아들을 서로 비교하여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별 유아들의 진보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개인간 평가가 아니라 개인내 변화를 평가하게 된다. 유아를 평가하는 과정
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 평가의 목적과 본질이 유아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평가로서의 표준화된 검사의 사용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량적 정
보를 알려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유아의 발달적 적합성과 전인으로서의 유아의 특성을 고
려해볼 때 한계를 가지게 된다. 유아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과 최근 동향은 미래의 유아교
육 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준다. 첫째, 유아에 대한 평가는 전인으로서의 유아(the
whole child)와 교사, 운영자, 부모와 지역사회 요소들이 포함된 총체적인 평가(holistic
assessment)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유아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표준화된 검사 등에 의존하
기보다는 유아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관찰함(kidwatching)으로써 유아의 현재의 발달 수준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발달과 학습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관찰에 기초
한 역동적인 평가(dynamic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한다(Hills, 1993; Bodrova & Leong, 1996).
셋째, 개별 유아에 대해 원래 그대로를 묘사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해석하고, 기록을
통해 학습의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심층적인 평가(authentic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Helm, Beneke & Steinheimer, 1998; Hills, 1993; Meyer, 1992).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를 위한 평가는 전인으로서의 유아의 특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
는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의 현재의 발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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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잠재적 발달의 수준까지 평가되는 역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한 심층적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Schweinhart와
Epstein(1997)은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학습자인 유아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데,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의 평가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평가로서 총체적이고, 역동
적이며, 심층적인 평가가 서로 통합되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Ⅲ. 유아교육 평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 모색

현대에 와서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한 평가 기술들이 개발되고 신뢰할만한 평가의 개념
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Spodek & Saracho, 1997). 이와 같은 평가의 동향은 교육에 대한 구
성주의 관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NAEYC와 NAECS/SDE의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안
내지침서(Hills, 1993)에서는 “개별 유아들을 위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과정”으로 평가를 묘사하고 있고, Hills(1993)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인 결정을 위한 기초로 유아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녹음하고, 기록
하는 과정”이라고 평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의 정의에는 유아에게 영향
을 미치는 잠재적인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의 참여자를 단지 교사로만 국한
하지 않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부모, 운영자의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발달적 적격심사나 표준화된 검사와 성취도 위주의 평가방법은 유아를 둘러싸고 있
는 주변환경의 영향과 잠재적 발달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유아들이 이미 성취한 지식
이나 기술만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유아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였
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지극히 미시적인 평가로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교육부(1993)는 "유아의 발
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방법 및 수준이 유아에게 적절한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가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유아의 수
행을 평가하는 자료도 검사지 형태보다는 관찰이나 면접, 유아의 기록물이나 작품 등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되어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의 결과보다는 유아의
수행 능력과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연구들(김경
철, 1997; 박영충, 1997; Brant, 1992)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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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구성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 총체적 접근법이나 통합
적 접근법과도 부응되는 평가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방향에서 유아 평가 방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총
체적이며 역동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방법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적용상
의 유의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본 원리
총체적 평가는 전인으로서의 유아(Whole Child)의 특성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는 유아의 어느 한쪽 측면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유아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하며(Ericker, 1997), 유아뿐 만 아니
라 유아의 부모와 가족요인, 교사요인과 지역사회의 가치와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되어 이
루어져야한다(Bergen, 1997; Hills, 1993). 유아 교육 평가에서 포함되어야할 사람들은 평가
를 받는 대상이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유아와 평가자인 교사,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
는 부모와 운영자 등이다. 유아는 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이자 평가정보의 근원으로서 역
할과 자기 자신의 사고과정과 진보에 대해 관찰하고 비판하는 역할 및 평가정보의 수익
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양옥승(1993)의 언어적 계획 및
평가(VPE) 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교사는 일차적인 평가자이자 일차적으
로 평가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유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교사는 모든 유아
들에 대해 어떻게 교육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교사는 이와 같은 정
보없이 가르치거나 교육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수와 평가를 통합하는 역할과 평가과정을 선택하고 계획하기 위해
유아들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역할,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역할 및 유아의 발
달과 학습을 위해 부모와 의사소통하고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부모
는 평가결과를 통해 자신의 유아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육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는 교사에게 가치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나 부모와는 달리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자는 개별 유아에 대한 세세한 평
가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프로그램이 모든 유아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한지 목적
과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운영자들은 교사가 유아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교사를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Hills,1993).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평가의 과정에 전인으로서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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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운영자와 부모 모두가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역동적 평가는 유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싶은지, 어느 정도 발달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역동적
평가는 발달에 대한 Vygotsky의 이론과 학습잠재력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다. 평가의 중요
한 목적의 하나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교사가 교수 계획을 하고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때 유아에
대한 평가자료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구
별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 이와 같은 목적과 함께
교사는 유아의 현재의 발달과 잠재적 발달수준에 대해 알고 있어서 유아의 최적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학습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역동적 평가가 이러한 목적을 이
루도록 도와줄 수 있다(Hills,1993; Berk & Winsler, 1995). Vygotsky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는 평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잘 설명해주고 있
다. Vygotsky는 기존의 평가들이 유아의 현재 발달수준만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잠재
적인 발달 수준을 평가하여 최적의 발달을 이끌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에 대
한 역동적 평가를 강조하였다(Berk & Winsler, 1995). 즉, 역동적 평가의 기본 원리는 유아
의 현재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습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유
아들의 최적의 발달을 이끌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심층적인 평가는 유아의 발달적 진보나 성취, 수행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평가 또는 참평가라고도 불리우는 심층적인 평
가에 대해 Meyer(1992)는 실제 자연스런 생활의 맥락에서 유아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과
유아들의 사전 개념과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과제를 제공하여 그들

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유아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등 발달의 전 영역
에 관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
기록되어야한다.
2. 평가방법
총체적이고 역동적이며 심층적인 평가에서는 모든 유아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모든 평
가 절차가 요구되고 강조된다. 즉 총체적, 역동적,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려면 유아의 요
구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개발하여 적절하게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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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의 자기 평가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기
반성과 기록화(documentation) 및 언어적 계획 및 평가(VPE) 방법,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측정학적 방법과 가족면담방법 등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한다. 유아의 자기 반성과 기록화는 유아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을 되돌아보
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신이 참여한 활동 그 자체를 포착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평가방
법이다(김경철, 2000; Helm, Beneke, & Steinheimer, 1998). 유아의 입장에서 기록화는 자신의
기억을 구체화시키고 가시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아는 자신이 수행한 활동의 과정이
나 결과를 재 방문해 봄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반성해볼 수 있다. 교사는 기록화를 통해
유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 계획이 가능하게 되고 부모
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원천을 획득할 수 있다(김경철, 2000). 언어적 계획 및 평가 방법
은 3-6세의 유아가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놀이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말하는 과정(언어적 계획)을 거치게 되며, 이와 같은 언어적 계획을 실
천하고,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놀이행동을 기억하면서 계획과 관련
지어 검토해보는 과정(언어적 평가)을 거치게 된다(김혜리, 199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
아는 자신의 현재 흥미와 발달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양옥승(1993)은 언어적 계획 및 평가 방법이 유아의 자기
조절적 사고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놀이활동에 대한 주의집중도를 높이고 놀
이활동을 책임있게 실행, 마무리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사회적 태도나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들간
의 관계를 알아보는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사회측정학적 방법은 개별 유아가 집단의
또래들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측정학적 방
법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측정할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관
찰에 기초한 평가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Bergen, 1994). 유아와 가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족면
담법이다. 교사는 가족면담법을 실시하기 전에 면담할 질문이나 자료 등을 준비하고 끝난
후에 면담을 통한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한다. 역동적인 평가를 위해 유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평가(pre assessment)-상호교수(reciprocal teaching)-사후
평가(post-assessment)로 연결되는 방법이다(Brass & Duke, 1995; Berk & Winsler, 1995). 현재
유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전 평가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을 통한 사전 개념망 구성과 사전 표상의 방법이 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사전 개념망 구성의 방법은 유아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발달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해 유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들과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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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개념망(concept web)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교사는 유아들이 구성한 개념망을 통해 유아의 발달수준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좀더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유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의 수준을 평가하
기 위해 사전 표상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전표상의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해 사전
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을 그림으로 표상하는 방법으로, 교사는 사전 표상그림에
대해 실제로 유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표상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표상 그림
에 대해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유아들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근접발달지대를 알아
보는 사전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질문 목록 작성이다. 이 방법은 유아들이
학습할 주제에 대해 현재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을 구성하여 목록으로
작성하고, 질문 사항들을 사전에 수집, 정리해 두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벽면에 부착된
목록표 상에 유아들이 그때 그때 질문 내용을 적어 놓은 후 수집된 질문을 놓고 같이 토
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Chard, 1995), 소집단으로 서로 토의한 후 궁금한 질문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교사는 사전 개념망과 사전 표상 그림, 질문 목록을 토대로 근접발달 지
대 내에서의 상호교수를 시작할 수 있다. 사후 평가의 방법은 유아들이 상호교수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이 이런 교육으로부터 효과를 얻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전 평가방법
으로 사용되었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념망 구성하기와 표상의 방법을 사후 평가에서
다시 사용하여 사전의 평가 결과와 사후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유아들의 진보와 성취
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심층적인 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아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
회정서 발달에 있어서의 진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에 기초한 방법,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방법, 비형식적 면담방법 등이 있다. 관찰에 기초한 평가방법은 유아가 어떻게 학습하고
무엇을 학습하는 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유아를 알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
율적인 평가방법이며 평가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Hills, 1993; Schweinhart,
1993; Wortham, 2001). 또한 교사는 관찰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킬 수 있는데, 유아
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교수를 통해 전환시키고 유아를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관찰을 통해 다시 유아에 대한 지식에 반영하는 것이다(Hills, 1993). 관찰을 통한
평가방법은 기록으로 연결되어야하는데, 교사는 표본 기록법이나 일화 기록법, 평정척도
를 이용한 기록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사용하여 관찰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심층적인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한다. 포트폴리오를 통한 유아 평가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
지고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기록하는 증거를 계속적으로 수집해놓은 것으로, 유아의 경험
과 발달적 진보, 성취결과 등을 보여주어 학습과 발달을 위한 평가와 지침의 기초를 제공
해준다(김경철, 1997; 박영충, 1997, 1998; 이정환 외, 1996; Batzle, 1992; Hills, 1993;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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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Paulson, Paulson & Meyer, 1991; Roe & Vukelich, 1994; Wortham, 2001). 포트폴리오에
는 일반적으로 유아들의 작업 샘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된 내용들로 구성되나 학자에 따
라서는 관찰 기록지나 부모 상담 결과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이정환 외,1996). Batzle(1992)
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유아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데, 이정환 등(1996)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비형식적인 유아 평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비체계적이며 즉흥적으로 유아 작품들을 수집하고, 유아
의 진보를 평가하기보다는 가정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대안적 평가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충(1997)은 포트
폴리오를 통한 평가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포트폴리오 평가가 유아
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으며 유아와 교사의 관계와 부모의 이해 등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Gullo(1997)는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활용될 경우 유
아와 교사, 부모와 가족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 방법 중 하나가 비형식적 면담이다. 비형식적 면담은 유아와
교사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유아의 발달적 진보와 생각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다른 평가 방법과 함께 심층적 평가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
방적이고 부분적으로 구조화된 면담도 유아들의 성취와 생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믿
을 만한 방법이다(Schweinhart, 1993; Wortham, 2001). 비형식적 면담 방법의 중요한 점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교사가 결국 유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개방적이지만 부분적으로 구조화된 면담에서 교사는 미리 유아에게 물어 볼
질문과 지침을 준비하여야한다. 교사는 질문을 하여 토론하게 하고, 그것을 관찰해서 유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유아들의 생각은 상호 교환으로 인해 명료화
되고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평가방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총체적이고 역동적
이며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적용상 유의사항
본 연구에서 제안한 총체적, 역동적, 심층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한다. 유아기의 대상 연령을 출생에서 8세까지로 본다면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도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평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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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관점이나 방향은 같지만 3세 미만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평가방법을 고
려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유아기는 출생에서 8세까지의 유아를 대
상으로 한다(이기숙, 2000). 그러므로 유아에 대한 평가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3세 이상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출생에서 8세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0세에서 8세까지의 유아기의 연령에 있어서
발달적 특성은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이상의 유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발달 연령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3
세 미만의 영아들은 자신의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빗나가거나 그들의 행동
을 왜곡시키는 평가절차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에 대한 평가는
안락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Bergen, 1997). 대부분의 영아들은
반응적이고 자극적인 환경과 익숙하고 반응적인 성인이나 또래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가질 때 기본적인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이 가능하므로 긍정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와 친숙한 성인이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관찰을 통한 평가가 가장 적절하다. 또한 영아기는 급격한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평가보다 더 자주 평가되어야한다. 영아기의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
는 ‘발달적 지연’과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아’에 대한 부분으로, 영아들은 3세 이상의 유
아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 감정 등을 언어적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
찰에만 의존하여 발달적 지연이나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아를 평가하기 힘들다.
Bergen(1997)은 영아기 동안의 발달적 지연과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아를 위해 일반적으로
발달에 적합한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교육가들이 의존하
는 심리측정적인 평가를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과 관련지어
최근에는 유아교육의 발달적 지식에 기초한 평가와 특수교육분야의 아주 잘 고안된 평가
를 조합하여 평가의 실제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준거-참조 검사(criterion-referenced
testing)는 숙달되어야할 구체적인 기술을 확인하여 검사 후에 미래에 이루어져야할 기술들
의 학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계획되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들을 도와준다.
또 다른 방법은 행동분석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을 계획하고 새로운 행동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일어나
는지를 관찰한다. 평가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본다면 형식적 평가와 비형식적 평가가 양극
에 놓여 있다. 비형식적 평가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진단하고 구별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유아를 위한 모든 목적에 적합하다고 본다. 평가의 유형은 자연스런 교실상황
에서의 관찰에 기초한 평가부터 유아가 성취한 결과들의 기록물들과 표준화된 검사와 같
은 형식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유아기에는 비형식적 평가가 발달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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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아나 발달적으로 지연
된 영아들의 경우 특수교육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검토한 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3세 이상의 유아들의 경우에도 표준화된 검사가 적절하게 고안되고 바람직한 방법
으로 사용한다면 개별 유아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비슷한
연령 유아들의 표준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하게 하므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Naeyc(1988)에서도 표준화된 검사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제작되었고, 다른 비형식적
평가방법과 함께 사용된다면 교육적인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유의할 점은 표준화 검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개별 유아들에
관한 중요한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육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 평가 방법의 최근동향
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새로운 대안으로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총제적이고 역동적이며
심층적인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총체적이고 역동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는 전인으로서의
유아와 교사, 운영자, 부모와 지역사회 요소들이 포함된 평가이며, 유아가 어떻게 학습하
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발달과 학습의 가능성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관찰에 기초한 평가이고, 개별 유아에 대해 원래 그대로
를 묘사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해석하고 학습의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한다.
유아교육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유아들을 서로 비교하여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니라, 개별 유아들의 진보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
인내 변화를 평가하여야하며, 유아를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
평가의 목적과 본질이 유아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를 위한 평가는 전
인으로서의 유아의 특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총체적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의 현재 발달뿐만 아니라 잠재적 발달의 수준까지 평가되는 역
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한
심층적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총체적, 역동적, 심층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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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인이 30명 이상의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사가 해야할 업무가 의외로 많아 상
당수의 교사들이 평가를 등한시하게 된다. 교사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정 수행과
평가에 주력하도록 잡무를 줄이고 교사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과 평가의 목적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함
께 직전 교사교육과 현직 교사교육을 통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평가에 있어서 최근에 논의되
고 있는 발달적 지식에 기초한 평가와 특수교육 분야의 학습이론 간의 협력 및 현장 적
용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더욱 논의되고 연구되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교육자, 부모, 정책결정자와 같은 다양한
구성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유아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며,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구성주의 관점에서 제
안된 총체적, 역동적, 심층적 평가 방법을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이 평가방
법이 유아의 능동적 지식구성과정과 교사의 역할 및 프로그램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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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ternative educational assessment method
for young children

Ahn, Kyoung Suk
Kim, So Hyang

This study was to seek for the alternative educational assessment method for young children. To
seek the alternative educational assessment method for young children, we considered the trend of
educational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and we analyzed the problem of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The alternative educational assessment method for young children were suggested: the
holistic, dynamic and authentic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The basic principle of the holistic,
dynamic and authentic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is based on the whole child and
developmental appropriate assessment. The methods of holistic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were
self reflection and document, self assessment by VPE(Verbal Plan & Evaluation), social measurement
method and family interview method.

The methods of dynamic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were pre assessment-reciprocal teaching-post assessment method. The methods of authentic
assessment for young children were assessment using observation, portfolio assessment, informal
interview method. To apply the holistic, dynamic and authentic educational assessment method for
young children, another related considerations were discu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