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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읽기 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가 실시 가능한지와 포트폴리오
평가가 아동의 읽기 성취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지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 220명을 무선 표집하여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포트
폴리오 인식 정도는 낮았고 포트폴리오 실시나 연수의 경험도 별로 없었으며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시간부족과 평가기준의 미비를 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읽기 영역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읽기 포트폴리오 적용 사례를 살펴본 후, 포트폴리오 개념을 정교화하고, 구
체적인 운영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여
성취기준, 평가기준, 평가과제, 성취기록표와 같은 도구를 개발하였다. 성취기준은 전통적
인 독해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자기 주도성’, 초인지 영역의 ‘자기성찰’을 포함
시켰다. 개발한 도구를 광주시내에 초등학교 3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적용
하였다.
적용 결과를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수업 관찰, 학생과 교사 면담, 사례연구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포트폴리오는 정상적인 수업 시간에
서 교사의 업무를 증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별 문제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 가능하
였으며, 실제로 아동의 읽기 성취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읽기 성취기록표
나 도구들은 수정 보완 후에 다른 학년에서도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99003-A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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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방법을 통하여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읽기 영역
을 평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읽기 지도가 교실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책을 읽는 독서 지도도 포함된다. 요
컨대 초등학생에게 읽기를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그 성취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통해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평가 영역과 관련한 학생의 수행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다
음, 평가 기준에 의해 학생의 성취를 진단하는 수행평가의 한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속에는 서술식 검사, 논술식 검사,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각종 수행평가 방법이 사용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구별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Mcmillan, 1997), 포트폴리
오 평가는 전통적 선다형 평가 방법에 대한 代案的 평가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위 평가 방법도 근본적으로 수행평가와 철학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한 방안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산출한 결과물들을 토대로 학생의
읽기 능력의 발달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읽기 장점과
단점, 학습 과정 등을 평가하기에 좋으며, 교수-학습과 평가를 통합할 수 있으며, 학생
의 읽기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Calfee(1998)는 포트폴
리오를 ‘학생의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완전한 그림(a complete picture of a
student's literacy abilities)’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읽기 평가에서 지금까지는 선다형 평가 방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수학능력
시험의 언어영역도 선다형으로 구성되며 언어 영역의 대다수 문제가 읽기 능력을 재
고 있다. 선다형 평가는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으로, 신뢰도가 중시되는 선발 목적의
평가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선다형 평가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 시대
로 불리어지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천경록, 1999b). 그러므로 현재 주도적인 읽기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다형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야한다. 읽기 영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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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포트폴리오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트폴리오는 읽기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전통적 선다형 평가는
읽기 지식과 기능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읽기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각 기능을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최근에 중시되는 읽기의 자기주도성(ownership),
읽기 과정의 성찰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인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도 고루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는 읽기의 본질이라 할 고등 사고 기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
다. 이른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추론력, 비판력 등은 읽기 지도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정신 능력이다. 선다형 검사로 고등 사고 기능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것
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 구안이 매우 어렵다.
셋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의 장점, 단점, 발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통적 선다형 평가는 학습자간의 우열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였다. 선다형 평가 결과로 제공되는 것은 量的 정보가 주류를 이루며, 학습자
개인의 특정 영역의 장점과 단점, 발달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
런 이유로 선다형 평가는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
는데 실패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서는 개인의 읽기 능력의 발달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학습자 개인을 적절히 재지도를 할 수 있다.
넷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사의 專門性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는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자신의 교수-학습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 선다형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주지 못하며,
교사를 평가에서 소외시킨다. 평가에서 소외되면 교육에서 소외되고, 교사의 전문성은
약화되며 누구라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교직은 賤職이 된다. 심리
적 발달을 다루는 교사는 물리적 질병을 다루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전문적 영역
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교사는 평가와 교육과정, 교수-학습에 전문적
인 식견을 갖출 수 있다.
다섯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읽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읽기 활동은
통합적 사고 활동이다. 그런데 전통적 선다형 검사는 이런 읽기를 하위 기능으로 구분
하여 평가한 다음 이를 합하여 읽기 능력으로 일반화한다. 그러나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각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전체적인 읽기 능력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읽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
- 171 -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8집

도 선다형 평가는 우연의 가능성이 20～25%로 높다는 점,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이라
는 점, 평가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지식이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절대적 지식은 없다는 점, 소비자 교육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
을 받고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가 읽기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타당한 평가 방법임에도 불구
하고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입시
위주의 평가 관행이며, 다른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인 실천
사례의 집적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최근에 평가 경향을 수행평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수행평가를 반영하여 입시가 진행된다. 초등
학교에서는 이미 서열을 중시하는 평가는 사라지고 수행평가가 정착되고 있다. 두 번
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인 대안이나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해결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시행하라고 정책
결정을 하였지만 학교 현장은 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여론은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포트
폴리오 평가를 현장에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교육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포트폴
리오 평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의 개발 등이 시급히 필요하
다. 전술한 대로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이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지에 대하여 분명한 방안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로 제한하여 포트폴리오 방법을 사용하여 국어과
읽기 영역을 평가하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한 후 효과를 검
증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방법
가. 포트폴리오와 수행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

포트폴리오 방법이 교육 현장에 실천되고 있지만 그 분명한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
서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이 수행평가와 포트폴
리오 평가에 대하여 제대로 연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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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경향은 지역이나 경력별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는 향후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 결정과 연구 개
발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실태 조사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100 학교
를 표집하여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광주는 광역시이고 전남은 중소 도시, 농어
촌, 도서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국적인 상황을 대
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외 읽기 포트폴리오 사례 분석

읽기 영역에서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연구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하와이 주의 포트폴리오 평가 사례를 수집하여 비
교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학위 논문과 개별 연구를 분석하였다. 주로 평가의 수
행 절차, 평가 기준, 포트폴리오의 내용 구성, 활용 방법 등을 분석한다.
다. 포트폴리오의 개념 탐색 및 운영 모형과 도구 개발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탐색하고, 운영 모형과 평가 도구(성취기준, 평가기준, 평가과
제, 성취기록표 등)를 개발한다. 읽기 영역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할 경우, 무엇
을 그 내용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이론적 탐색, 현재 초등학교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운영 모형 구안, 포트폴리오 평가의 목표라 할 성취기준의 개발, 성취 정
보를 수집하는 평가과제(학습자료),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평가기준의 개발, 읽
기 성취기록표를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정도로 제한하고자 한
다. 그 이유는 전체 영역과 전학년에 대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내용 구성은 일
년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이 연구의 시간과 예산, 연구 인력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한 학년과 한 영역에서 포트폴리오 평가 모형이 개발되면 이는 다른 영역
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라. 포트폴리오 평가의 적용과 효과 분석

개발한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을 1개 학급을 정하여, 한 학기 정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은 포트폴리오 평가가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포트폴리오가 학생의 읽기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가 등을 살펴보되, 주로 수업 관
찰, 교사와 학생 면담, 사례 연구를 통한 학생 작품 분석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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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연구 방법 외에도 교사, 교수, 장학사 등 포트폴리오 평가에 관련되는 당사
자와 전문가들로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전반의 계획 설정과 의견 수렴을 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태 조사

연구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사
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설문 조사는 2000년 9월 5에서 9월 30일까지 우편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 시점에
가까운 200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초등교원의 수는 각각 3751
명과 8095명이었다. 따라서 모집단의 수를 고려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100개
를 무선 표집하였다(광주시 소재 34학교, 전라남도 소재 66학교). 표집된 학교에는 각
각 4장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회수율은 62%이었으며 응답한 교사는 모두 221명이었
다. 응답자의 개괄적 현황을 지역별 경력별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조사 응답자 수(%)

연령
지역
5년 이하
6년～20년
20년 이상
전체

광역시
27(29)
33(36)
33(36)
93(42)

시군면 전체
13(10) 40(18)
29(23) 62(28)
86(67) 119(54)
128(58) 221(100)

설문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는 1% 미만이었다. 결과 처리는
SPSS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χ²검증과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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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조사 영역과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수행평가의 실시 경험
수행평가 실시 비율
수행평가의 실태 현재
바람직한 수행평가 실시 비율
선다형 평가의 문제점
읽기 포트폴리오 실시 경험
포트폴리오 평가의 문제점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연수 경험
포트폴리오 인지 정도
읽기 포트폴리오 개선 사항
나. 조사 결과 및 해석

1) 수행평가 실시 여부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97%) 수행평가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근무지
나 경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3] 수행평가 실시 여부(%)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20년 20년이상 합계
있다 90(98) 124(97) 38(95) 60(97) 116(98) 214(97)
없다 2(2) 4(3) 2(5)
2(3)
2(2)
6(3)
χ²=.183, p=.669
χ²=1.311, p=.519
221(100)

2) 읽기 포트폴리오 실시 여부
읽기 포트폴리오 실시 경험은 낮았다. 34% 정도의 교사들이 읽기 영역에서 포트폴
리오 평가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수행평가 실시 경험
이 97%였는데 비해, 포트폴리오 평가는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4]).
교사의 경력과 읽기 포트폴리오 실시 여부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6
< 0.05). 즉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집단이 포트폴리오 평가 경험의 정도(42%)가 경력
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마 오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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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기회가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표-4] 읽기 포트폴리오 실시 여부 (%)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20년 20년이상 합계
있다 32(34) 43(34) 11(28) 14(23) 50(42) 75(34)
없다 61(66) 85(66) 29(73) 48(77) 69(58) 146(66)
＊
χ²=.016, p=.899
χ²=7.771, p=.021
221(100)
＊p<0.05

3) 포트폴리오 인식 정도
포트폴리오 인식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3%에 해당하는 교사
가 포트폴리오를 수행평가의 한 방법이라는 정도로 소박하게 알고 있었으며, 포트폴리
오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3% 정도로 낮았다([표-5]). 아직 교단의
교사들에게 포트폴리오 평가는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낯선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교사의 근무지나 경력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표-5] 읽기 포트폴리오 인식 정도 (%)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20년 20년이상
1) 1(1)
2(2)
1(3) 1(2)
1(1)
2) 42(46) 73(57) 22(56) 31(51) 62(52)
3) 34(34) 38(30) 12(31) 22(36) 38(32)
4) 14(15) 15(12) 4(10) 7(12) 18(15)
χ²=2.775, p=.428
χ²=1.831, p=.935
1) 처음 들어보는 말이며 잘 모르고 있다.
2) 수행평가의 한 방법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다.
3)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4) 포트폴리오 평가 전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합계
3(1)
115(53)
72(33)
29(13)
219(100)

4) 포트폴리오 연수 경험
교사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교육과 연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15% 정도만이 포트폴리오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6]). 포트폴리오 평가 연
수 경험과 교사 경력은 유의도 수준 0.05에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많
- 176 -

읽기 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

은 교사들일 경우 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포트폴리오 평가 실
시 경험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요약하면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연수 기회도 많았
고, 실천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사 전체를 볼 때, 절대적으로 연
수의 경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6] 포트폴리오 연수 유무 (%)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20년 20년이상
있다 11(12) 21(16) 2(5) 6(10) 24(20)
없다 82(88) 107(84) 38(95) 56(90) 95(80)
＊
χ²=.912, p=.340
χ²=7.167, p=.028
＊p<0.05

합계
32(15)
189(85)
221(100)

5) 포트폴리오 평가의 難點
교사들의 포트폴리오 실시를 가로막는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60%)으로 나타났다([표-7]). 이 밖에도 결과 처리가 어렵다는 점(37%), 학급당 학생
수 과다(34%), 관리의 어려움(27%),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부족(15%) 등의 순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논문의 Ⅳ장에서 다룰 적용 연구에서는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을 구안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 포트폴리오 평가가 어느 정도 시
간을 소요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
하고 어려운 점을 두 개 고르라고 요구하였다.
〔표-7〕포트폴리오 난점
구체적인 방법 모름
많은 시간 소요
결과 처리의 어려움
관리하기의 어려움
학급당 학생 수 과다

전체 사례 221명 (%)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20년 20년 이상
14(15) 19(15) 6(15) 6(10) 21(18)
55(59) 77(60) 21(53) 39(63) 72(61)
31(33) 51(40) 13(33) 20(32) 49(41)
20(22) 39(31) 18(45) 16(27) 25(21)
48(52) 26(20) 16(40) 25(43) 33(28)

합계
33(15)
132(60)
82(37)
59(27)
74(34)

6) 포트폴리오 평가의 보완 요구 사항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완 사항으로 첫 번째 요구한 것은 평가 기준
분야였다([표-8]). 82%의 교사들이 평가 기준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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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결과물(42%), 평가 목표(41%), 자기평가란(36), 등급화 장치(34%) 순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항목은 제시된 여덟 개의 항목 중에 세 항목으로 고르도록 한
결과이다. 이를 반영하여 본 논문의 Ⅲ장 개발 연구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
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평가기준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표-8] 포트폴리오 보완 요구 사항 전체 사례 220(%)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10년 10년 이상
1) 평가 목표 27(29) 63(50) 11(28) 24(39) 55(47)
2) 평가 기준 78(84) 103(81) 36(90) 48(77) 97(82)
3) 수업결과물 38(41) 55(43) 19(48) 24(39) 50(42)
4) 교사평가란 21(23) 22(17) 10(25) 10(16) 23(20)
5) 동료평가란 20(22) 16(13) 7(18) 10(16) 19(16)
6) 자기평가란 37(40) 41(32) 13(33) 22(36) 43(36)
7) 학부모평가란 10(11) 10(8) 6(15) 3(5) 11(10)
8) 등급화장치 38(41) 37(29) 14(35) 30(48) 31(26)

합계
90(41)
181(82)
93(42)
43(20)
36(16)
78(36)
20(34)
75(34)

7) 현재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대체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적용 비율을 3:7 정도로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8%의 교사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다. 7:3, 6:4, 5:5, 4:6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은 13%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났다([표-9]). 적용 비율은 교사들의 근
무지에 따라 의의 있는 결과가 나왔다(p=0.05수준). 광역시 교사들이 시군읍 교사들에
비해 수행평가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교육 자치제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정책 차이가 원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표-9] 현재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실시 비율 (%)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이하 5년～20년 20년 이상
7:3 8(9)
24(19)
4(10) 5(8) 23(20)
6:4 8(9)
20(16)
6(15) 7(12) 15(13)
5:5 13(14)
12(10)
5(13) 6(10) 14(12)
4:6 11(12)
18(14)
8(20) 8(13) 13(11)
3:7 53(57)
52(41)
17(43) 35(57) 53(45)
＊
χ²=10.140, p=.038
χ²=8.081, p=.42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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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바람직한 실시 비율
교사들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이상적인 실시 비율로 3:7을 선호하였으며(34%),
그 다음은 5:5 정도의 비율(31%)을 선호하였다([표-10]). 이러한 특성은 근무지와 경력
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바람직한 비율 (%)
근무지
경력
광역시 시군읍 5년 이하 5년～10년 10년 이상
7:3 3(3) 11(9) 1(3) 5(8)
8(7)
6:4 9(10) 22(17) 2(5) 11(18) 18(15)
5:5 33(36) 34(27) 16(40) 15(25) 36(30)
4:6 12(13) 22(17) 10(25) 6(10) 18(15)
3:7 36(39) 38(30) 11(28) 24(39) 39(33)
χ²=7.969, p=.093
χ²=10.958, p=.204

합계
14(6)
31(14)
67(31)
34(16)
74(34)
220(100)

다. 조사 결과 요약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실시한 경험은 많으나 읽기 영역에서 포트폴리오 평
가를 실시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지 정도도 그저 수행
평가의 한 종류라는 정도로 소박하게 알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의 경험도 거의 없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주로 들었고, 포트폴리오 연구가 현장의 포트폴리오 실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아동의 성취정도를 수집하는 수업 결과물
을 개발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현재 초등 현장에서 선다형평가를 포함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은 3:7 정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비율의 평가 적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가 기준의 개발, 학습 성취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과
제의 개발 등이 필요하며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체계적 운영 모형과 실천적인 연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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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사례 분석

수행평가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1990년부터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고, 1995년 이후 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포트폴리오에만 초점을 맞춘 연
구는 수행평가보다 뒤늦게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국어과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여 국내외에서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포트폴리오 연구를 한두 가지씩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국내 읽기 포트폴리오 연구

심영택(1999)은 “사고기술형(思考記述形)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읽기 포트폴리오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사고기술형 읽기 포트폴리오란 ‘개
별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텍스트에 즉각적으로 기술하게
하여,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별 학습자의 사고 양상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평가 방법(p.293)’를 뜻한다. 사고기술이란 思考口述(think
aloud)을 응용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게 하여 학습
자의 사고 과정을 확인한다는 틀은 공유하되, 표현 방식은 ‘말하기’가 아닌 ‘쓰기’를 택
한 것이다.
그는 이 방법으로 중학생 6명을 택하여 5회에 걸쳐 교과서 밖의 수필, 논설문, 시,
소설, 설명문을 택해 학생들의 사고기술을 수집하였다. 제재의 길이는 2장～3장 분량
이었다. 진행하는 방법은 국어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 별도의 교실에 모여 진행하였는
데, 두 레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그
대로 쓰게 하였다. 그리고 글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을 쓰게 하였고 이외
에는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았다.
심영택은 학생들의 사고기술 결과를 자극 반응 수준, 수렴적 사고 수준, 발산적 사
고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자극 반응 수준이란 텍스트에 대하여 양적으로 단순한 반응
을 보이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텍스트의 낱말이나 구절에 대해 ‘나는 만족한다, 무슨
뜻이지, 나도 그렇다고 믿는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수렴적 사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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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와 필자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텍스
트에 대해 ‘나도 사춘기인 것 같다, 나도 얼굴이 까매서 놀림을 받는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발산적 사고 수준이란 필자의 의도와 텍스트 정보에 대해 비판
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쳐 나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라 하였다.
그러나 심영택의 연구는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사고기술형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읽기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 수집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읽기 정도를 수집하는 다양한 증거로 모여 구성된다.
사고기술만으로 읽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더군다나 사고기술
방법이 읽기 능력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보편성, 타당성, 실용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더 보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수,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학생의 읽기 행동은 교육과정에
제기된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평가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도달 정도를 일차적으
로 진단해야 한다. 심영택의 연구에서는 평가 기준을 자극 반응 수준, 수렴적 사고 수
준, 발산적 사고 수준으로 나누어 판정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교육과정이나 수업
의 목표와 관련지을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성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지도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권오창(1998)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포트폴리오 방법을 사용하여
읽기 지도를 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읽기 능력과 읽기 태도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
로 4～5명 씩 이질 집단을 구성한 후에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
모두 30차시를 할애하여 읽기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습의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지는 주로 읽기 전 활동, 읽는 도중 활동, 읽은 후 활동을
구조화시킨 것으로 독해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읽기 전 활동은 학습 대상인 글
의 어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문맥에서 맞는 단어 찾아 적기, 제시된 단어
로 짧은글짓기,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알아보기 등의 활동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읽
는 도중 활동은 단락의 중심 생각 찾기 활동, 단락간의 의미 파악 활동으로 설계하였
다. 읽은 후 활동으로는 의미구조도 그리기, 요약하기와 주제 찾기 활동, 비판적 읽기
활동, 자기 및 동료 평가 활동으로 구안하였다. 대상 글은 독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논
설문과 설명문을 주로 하여 수업을 전개하였다. 자료 투입이 끝난 후에는 읽기 능력
사후 검사와 읽기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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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포트폴리오 방법은 학생들의 읽기 태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꿀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주성과 책임감을 길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적인 측
면에서 글을 종합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읽는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권오창의 연구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뚜렷한 성취기준
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겨버렸다. 따라서 이 연구를 일반화하고 전이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제의 개발이 미흡하여 학생의 읽기 발달을 체
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으며, 개발한 활동지가 주로 인지적 읽기에 치
중하여 정의적 영역의 읽기 태도 지도를 배제하였으며, 교실 내 수업에서의 읽기 지도
로 한정하여 국어 시간 밖의 읽기 지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김정숙(2000)은 초등학교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여 포트폴리오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 이 연구는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읽기 포트폴리
오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읽기 발달을 9 단계로 제안하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제한하여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를 수행하였다. 읽기 프로파일
9 단계라는 것을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읽기 발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성취기준 역할로
제시하였다. 프로파일 각 단계별로 아동의 수행 정도를 다시 초보단계, 발전단계, 중급
단계, 성숙 단계, 숙달 단계로 나누었다. 아동의 수행 정도는 평가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숙의 연구는 3학년 학생의 읽기 성취 정도를 5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의 특성을 4～6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장황하고 총체적 진술이어서
교사나 학부모가 아동의 구체적인 읽기 발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의 파악이 쉽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의 읽기 성취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
을 ‘다시 이야기하기, 오독분석하기’라는 두 기제를 사용하였다. 다시 이야기하기는 이
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독해 진단용이며 오독분석하기는 음독 능력의 유창성에 초
점을 맞춘 기제이다. 그러나 이 두 기제는 지나치게 교사 중심의 정보 수집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연구는 교사에 의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학생에 의한 자기 정보의 보고,
교수-학습과 평가의 자연스런 상태의 통합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체계적
인 기록과 보고 체제(reporting system)의 문제가 이 연구에서도 여전히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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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읽기 포트폴리오 연구

외국의 경우 포트폴리오 평가가 좀더 보편적으로 학교에 정착하는 단계이다. 미국
각주의 교육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규모(large-scale)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 하와이
주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규모 포트폴리오 평가는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 많은 시사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와이 주는 언어 교과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와이 주는 공립초
등학교의 문식력(literacy)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1년부터 통합언어(whole language)
이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Kamehameha Elementary Education Program: KEEP)
을 운영하였다(Au, 1994; Valencia & Au1997). KEEP의 스태프는 1989년에 통합 언어
의 관점에서 통합적 문식력(whole literacy)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포트폴리오 평
가는 KEEP의 일부로 1991년부터 하와이 주의 일부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
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4～6학년에도 적용되고 있다. 문식력은 우리의 읽기
와 쓰기에 해당되며, 포트폴리오는 ‘주도성(owenership), 자발적 읽기, 음독 전략, 쓰기
과정, 독해, 언어와 어휘 지식’의 여섯 범주로 나누어 평가된다.
1) 성취 기준 개발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성취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취 기준
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식력의 수행을 상(up), 중(at) 하(below)로 판단할 수 있
다. 개발된 성취 기준은 각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학생의 문식력의 측면을 표시하고
있다. 주도성에 관한 성취 기준은 읽기를 즐기고, 친구들에게 책을 권하고, 읽고 나서
학습을 하고 학교 밖의 일에 관하여 쓸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KEEP 스태프들이
개발한 성취기준의 일부로 ‘독해 영역’에서 2학년말에 수행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
다.
․2.2 수준의 이야기를 읽고 토론할 수 있다.
․이야기에 대하여 개인적인 반응을 한다
․인물,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이야기의 요소에 관하여 쓸 수 있다.
․주제와 필자의 메시지에 관해 쓸 수 있다
․주제를 학생 자신의 삶에 적용에 대하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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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과제의 특징과 개발 과정
포트폴리오는 특히 아동의 문식력에 대한 주도성을 갖추게 하여 읽기와 쓰기를 사
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문식력을 기꺼이 사용하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KEEP에서 사용한 포트폴리오 평가의 주요 범주와 측정의 대상이 된 정보원
(resources)은 다음 [표-11]과 같다. 아동은 문식력의 제 측면에 관한 증거를 보여주는
정보를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모으고, 평가자들이 이를 수집하여 평가한다. 일년에 두
번(가을 학기와 봄 학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은 문식력의 각 측면을
평가받는다.
[표-11] 문식력 평가의 내용과 정보원(K-3년용)
문식력의 측면
정보의 출처
주도성
교사 관찰과 학생 설문
쓰기 과정
교사 관찰과 워크샵 동안에 학생이 쓴 샘플
독해
글에 대한 감상의 샘플
언어와 어휘 지식
글에 대한 감상의 샘플
낱말-읽기 전략(word-reading 음독 기록(running record)
strategies)
자발적 읽기(voluntary reading) 교사 관찰과 읽기 일지(reading logs)

3) 평가 기준의 개발과 채점 과정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기 위해서 교사가 관찰한 정보들과 학생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정보들이 자료 수집표에 정리된다.1) 이 기록을 보고 평가자들은 각 평가 영역별로 학
생의 성취 수준을 상, 중, 하로 판정한다. 표에는 독해,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
기능적 독서(efferent reading) 등으로 하위 평가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KEEP 시스템
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채점은 교사, 스태프의 자문가, 보조교사 들의 공동 협동으로 진
행된다.
4) 평가 결과
KEEP의 수행평가 결과는 각 교실에서 넘어온 정보를 종합하여 보고된다. 반별, 영
역별, 학교별, 지역별로 학년 수준에서 상, 중, 하로 판정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구해
1) 지면 관계로 충분한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천경록(1999c)을 참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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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처리된다. 결과는 막대 그래프와 수치의 형태로 문식력의 측면에 따라 제
공된다. 1991년 봄 학기의 평가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2학년생의 문식력 평가 결과(1991년 봄, 단위 %)
판정 상
중
하
문식력 범주
주도성
30
19
46
자발적 읽기
71
24
5
음독 전략
39
20
38
쓰기 과정
0
33
55
독해
5
31
59
언어와 어휘 지식
3
37
54

결석
5
0
2
11
5
6

이 결과는 1990년 가을 학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증거를 보였다고 한다. 자발적
읽기에서 95%의 학생이 ‘중’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이 진행되면서
문식력의 어떤 측면이 발달하고 있고 어떤 점이 취약한지 알 수 있다.
국내외 읽기 포트폴리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내용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비록 하와이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읽기의 자기주도성, 독해, 읽기 전략, 자발적 읽기 등을 제안하였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포트폴리오에는 교사의 질적 정보
가 부족한 채, 자료 수집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물리적 측면에서
학생의 읽기 증거에 대한 자료 수집함의 성격이 있지만 철학적 측면에서 교수-학습과
평가를 정렬시키고, 학생과 교사가 협동하여 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 또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단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
는 읽기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의 미비, 수
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기제가 미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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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과 운영 모형 구안
가. 포트폴리오 평가의 개념과 관점

포트폴리오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뜻으로 포트폴리오를 사
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읽기 포트폴리오를 ‘학생의 실제적인 읽기 성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성취기준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모으면서 외재적인 평가기준에 의
해 학생의 읽기 능력의 변화를 질적으로 관찰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읽기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는 물리적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이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Valencia,
1998 : 22～4). 물리적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
는 학생의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모음집(collections)
을 뜻한다. 철학적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는 교수와 학습을 성찰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검사하고 활용하는 협동의 과정을 뜻한다. 대다수 교실에서 포트폴리오
를 학생의 활동 결과물을 모아 교실 한쪽에 전시해 놓은 파일 박스 정도로만 이해하
고 있는데, 이는 포트폴리오를 물리적 차원에서, 그것도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
다. 포트폴리오는 증거의 모음과 그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이고 질적인 판단도 함께 나
타나야 한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읽기 평가에서 포트폴리오를 적용한다는 것은 기
존의 읽기 평가와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첫
째, 포트폴리오는 실제적인 읽기 성취를 의도하고 있다. 실제적 읽기(authentic
reading)란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 실제적 읽기는 글과 평가
과제2)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제된 읽기와 대비된다. 글의 실제성은 과거 절대적 교
과서관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와 같이 구체적인 학습 목표나 어휘에 의해 통제된 글이
아니라 동화책, 친구가 쓴 글, 신문, 컴퓨터 게임 설명서 등 실제 소통되는 글을 읽는
2) 교수 학습의 측면이 강조되면 학습 과제가 적절한 용어가 되며, 평가가 강조되면 평가
과제가 적절한 용어가 된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통합된다. 그러므
로 수업에서 활용한 학습지(활동지)는 이 양자의 성격이 있다. 이 연구는 일단 평가 연
구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평가 과제로 용어를 통일시켜 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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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다. 과제의 실제성은 읽기 능력을 하위 기능으로 쪼개고 그 기능을 훈련하기
위해 특정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에 의해 책을 읽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말에 어느 지방을 여행하기 위해 여행 안내서를 읽는 것은
과제의 실제적 예이다.
실제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의도를 지닌다고 해서 본 연구가 학교에서 교과서
로 진행되는 읽기 수업을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에 의거하여 특정의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읽기 학습도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실제적인
읽기 능력 향상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6차와 7차 국어 읽기 교과서는 아동의
실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읽기 학습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읽기 시간 밖의 읽기, 가정과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읽는 독자를 길러내기 위
해 있음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읽기 수행의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한다. 읽기는 매우 복잡
한 고등사고기능이다. 잘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글에 대한 사실적 확인, 생략된 정보
의 추론, 중심 내용 파악, 글 구조의 파악, 글 내용에 대한 정교화, 필자의 의도 파악,
비판과 감상, 읽기 과정 자체에 대한 점검 등이 상호작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설명문, 동화나 소설, 논설문, 수필, 안내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의 특성과 구조를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읽기와 관련된 부분적인 기능이나 하위 과정의 정보만
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읽기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에 대한 학생
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 중심내용의 파악, 이야기 줄거리에 대한 파악과 재구성 등 읽
기 능력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다층적 차원에서 수집하게 된다. 읽기와 관
련된 학업 성취의 증거 자료로는 학생의 독후감, 독서 계획서, 쪽지, 학습지, 간단한
그림, 교사의 관찰지, 체크리스트 등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에 뒷
받침되는 판단이 학생의 읽기 정도를 좀더 신뢰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다.
셋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읽기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를 정렬(alignment)시킨
다. 평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에 설계된 내용, 실제로 가르치는 내
용, 실제로 배우는 내용, 평가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입시 위주의 선다형
검사가 존재하고 이 검사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학교 교육 본연의 임무가 무시되
고, 오직 입시 문제 풀이 중심의 읽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겪었던
교수-학습과 평가가 일치되는 않은 평가의 폐해는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
한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은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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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해야 한다. 학습의 결과로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성취기준)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평가기준)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가
정렬되어야 한다.
넷째, 포트폴리오는 시간을 경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읽기 발달의 증거를 수집한다.
읽기 교육은 아동의 읽기 발달의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하는 것이다. 읽기 능력은
발달한다. 그러므로 읽기 평가는 읽기 지도 전과 중과 후에 생기는 변화의 과정을 포
착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 끝에 한번 치르는 일제식 시험으로는 읽기 발달의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다. 비록 매일 매일의 읽기 능력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다 하여도, 아
동과의 면담, 관찰, 아동의 산출물 등의 증거들을 계속 수집함으로써 한달 정도의 거
시적인 시간 단위에서는 성취기준별로 아동의 읽기 능력의 변화를 포착하고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구체적 지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한 시간 정도에 해결할
과제뿐만 아니라 한 주일 정도 걸려 해결할 과제와 심지어 한달 이상의 장기적 시간
을 소요하는 과제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포트폴리오는 읽기의 교수와 학습에 관한 省察을 반영한다. 잘 읽기 위해서
는 아동이 자신의 읽기 상태에 대하여 성찰해야 한다. 읽기 과정에서 자기 성찰이란
자신의 독자로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글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반응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 언어로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사도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자신의 읽기
지도 방법을 점검하고 읽기 지도 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읽기 지도 전략을 조절할 수 있어야 읽기 지도의 전문성이 신장된다.
여섯째, 포트폴리오는 교사와 학생이 협동하여 완성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작
품은 학생이 선정한 것, 교사가 선정한 것, 학부모의 반응, 일반화된 도구에 의해 수집
된 증거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선다형 검사의 결과가 교실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
출제된 점수 결과가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 포트폴리오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며 이들은 서로 협동해서 읽기 능력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해석하고 의사를 결정
하게 된다. 포트폴리오에 등장하는 과제는 전적으로 학생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사, 동료학생,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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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읽기 포트폴리오의 모형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이 있어야 한다. 포
트폴리오의 모형에 대하여 Valencia(1998:29)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13]과 같
이 전시용(showcase) 포트폴리오, 기록용(documentation) 포트폴리오, 평가용(evaluation)
포트폴리오, 과정용(process) 포트폴리오, 종합용(composite) 포트폴리오 등으로 분류
한 바 있다. 포트폴리오의 목적, 관점, 주요 대상, 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를 뛸 수 있
다. 교육공동체 성원들이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하면서도 실상 각자는 서로 다른 포트
폴리오 모형을 연상하고 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연상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내는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
[표-13] 포트폴리오 모형의 분류
전시용
기록용
평가용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최고로 ․성장 기록
․성취 평가
의미 있는 ․기록(성취/수행) ․타인에게
작품
․指導용 정보
보고
목적 ․학생의
․학생의
주도성
자기 성찰
․학생의
자기성찰
학생,
행정가
수요자 부모 교사, 교사, 부모
교사
교사, 학생
주참여자 학생
보통
엄격
구조 느슨

과정용
종합용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결과 생산하는 ․성장 기록
과정 기록 ․수행과
․학생의 자기 성취의 평가
성찰
․학생의 자기
․학생 주도성 성찰
․指導용 정보 ․학생 주도성
․성장 기록 ․指導용 정보
학생, 교사, 학생, 교사,
부모
부모, 행정가
학생
교사, 학생
다양
보통

이 연구에서는 Valencia의 개념 중에 종합용 포트폴리오를 전제로 하고, 이러한 포
트폴리오 모형을 구체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그림1]과 같이 운영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한다. 교사가 포트폴리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설계하기, 도구
개발하기, 적용하기, 결과 처리하기의 단계를 밟게 된다.
포트폴리오의 운영은 설계하기, 개발하기, 적용하기, 결과 처리하기 순으로 진행된
다. 그러나 왼쪽의 화살표가 보여지듯이 이 단계는 계기적이기보다는 회귀적으로 작용
한다. 다시 말해 적용하다가도 계획 단계의 작업에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결
과 처리하기는 다시 계획하기나 개발하기, 적용하기 단계의 활동과 관련지어 해석되어
야 한다. 각 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보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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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포트폴리오 운영 모형


설계하기

․포트폴리오 목적 결정하기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과서, 평가 정렬하기
․준비물 확인, 시간 계획 세우기

개발하기

․성취기준 개발하기
․평가기준 개발하기
․평가과제(학습과제)와 성취기록표 개발하기

적용하기

․포트폴리오 안내, 유지하기
․정보 수집하기
․정보 검사하기

결과처리하기

․성취해석 및 성취기록표 작성
․질적 정보를 양화하기
․학생, 학부모 등에게 피드백하기

1) 설계하기
설계하기(designing)는 포트폴리오 평가의 전반에 대하여 계획하는 단계이다. 포트
폴리오 평가는 한 학기나 한 달 이상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그리고 교수학습과 평가가 통합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쪽이나 평가를 받는 쪽이나 평
가라는 뚜렷한 인식 없이 자연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확하고 구
조화한 계획이 없으면 의미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다 힘들다. 설계하기 단계에서 할 일
을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교사는 포트폴리오 평가하기에 앞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관점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기록용으로 할 것인지, 평가용으로 할
것인지, 전시용으로 할 것인지, 과정형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등의 거
시적인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요구되고 신뢰성이 있
는 평가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평가형 포트폴리오가 일선 학교에서 많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학습과 평가를 통합하나 종합형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두고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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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교사는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를 정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
습 주도 평가, 평가 주도 교수-학습 등 평가의 내용과 교수-학습의 내용이 괴리되는
예를 많이 보아왔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 학습 등을 정렬시켜 가르친 것이 평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읽기 평가를 한다면 읽기가 무엇인지, 읽기 교육에
서 어떤 점이 의미 있는지 등의 읽기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반영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준비물과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준비물에는 성취
기준, 평가기준, 평가과제(학습과제), 개인용(학생용, 교사용) 파일 등의 준비물이 필요
하다. 성취기준 등은 다음 ‘개발하기’ 단계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은 미리 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보통 클리어 파일과 같은 학생용 준비물을 만들어
준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매일매일 나오는 학습 결과물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포트폴
리오 적용 초기에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
행되며, 학교의 다른 사정이 생길 수 있고, 학생의 전출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용 파일이나 학급 경영록에 포트폴리오 투입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투입할 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2) 개발하기
개발하기 단계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는 개념 정도만 설
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의 개발 과정과 주의점은 Ⅲ장에서 설
명하도록 한다.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은 읽기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이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 체계이다. 성취기준은 교수-학습의 분명한 목표가 된다. 수업시
간에 설정한 학습 목표가 성취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은 학습 목표
를 통합하고 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해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성취기준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평가기준(assessment standard)은 평가 장면에서 학생의 성취 정도를 진단하고 의
미 있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말한다. 앞의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실천가능성이 높은 평가기준의 개발이다.
평가과제(학습과제)는 학생의 읽기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제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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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 질문, 독후감, 구조화된 관찰지, 체크리스트, 읽는 책의 목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평가과제는 학생이 선정한 자료, 교사가 선정한 자료, 객관적인 평가
자료(common tools) 등으로 구성된다.
성취기록표는 학생의 성취와 변화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비추어 판정을 내린 결과표를 말한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결과를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학생과 학부모는 아동의 성취에 대하여 질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교장이나 행정가는 보다 양화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3) 적용하기
적용하기는 개발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학생들의 읽기 정보를 수집하는 과
정이다.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포트폴리오를 이해시
킨 다음에 가능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
된다. 수집된 정보를 모아서 학생의 읽기 능력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주로 전개된다.
포트폴리오 안내․유지하기란 개인별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며,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하여 의미 있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
다. 교실의 빈 곳만 차지하고 있는 자료 수집함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획일적으로 하나의 형태만 취할 필요는 없다. 학
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다양한 표지를 입힐 수 있다.
정보의 수집은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평가
과제가 사용된다. 정보 검사하기는 수집된 평가도구를 외재적인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
여 학생의 읽기의 수행정도를 진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결과 처리하기
결과처리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양적으로 환산하고 등급을 매기며, 결
과를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하는 절차를 말한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결과는 대부분은 질적인 정보로 구성된다. 이 결과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비추어 학생의 수행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발달적 증거를 수집한다. 아
동의 성취가 우연의 결과인지 일반화된 학습의 결과인지 추론하고 성취기준과 평가기
준에 조회하여 판정을 내리고 성취기록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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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학교장과 운영 위원
등은 다른 학교의 학생과 비교할 수 있는 양적(量的) 정보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평
가는 일차적으로 질적 평가이다. 그러나 질적 평가 결과는 필요에 따라 양적 평가로
치환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발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도 등급화 등
의 장치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에게는 구체적으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재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Ⅲ. 도구 개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실제 적용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도
구와 개발 과정의 쟁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가. 성취기준 개발

읽기 성취기준은 해당 학년에서 읽기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요구할 것인가를 진술한 내용이다. 성취기준을 개발할 때에는 교육
대상이 되는 읽기의 특성, 학습자, 교과서,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재승 등(1999)에서는 국어과 초등학교 2학년 읽기 영역 성취기준을 다음 [표-14]와
같이 개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학교
전교과를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 내용을 성취기준으로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교육과정과 교과
서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읽기 과정에 대한 분절적 접근을 취하고 있고, 이러
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개발하다 보니 읽기 과정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읽기의 성취기준 개발 영역도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인 읽
기의 본질, 읽기의 원리, 읽기의 태도를 수용하였다. 이 연구가 제7차 교육과정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관점을 취할 수
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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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2학년 읽기 영역 성취기준
영역
311.
읽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안다.
321.
낱말, 구절,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
는다.

성취기준

311-1.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말할 수 있다.
321-1.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낱말, 구절 문장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321-2.
글을 적절히 띄어서,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문장부호에
맞게 읽을 수 있다.
322.
322-1.
가리키는 말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주어진 글에서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가리
키는 말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
323.
323-1.
주어진 글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할 수 있고, 대화
장면을 떠올리며 소리내어 읽는다.
글을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읽을 수 있다.
331.
331-1.
바른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다.
바른 자세로 책을 읽고, 학급 문고 및 자신의 책을 소
중히 여기며 책을 정리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외국의 경우에 읽기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영역을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앞에서 살
펴본 하와이 주의 KEEP의 경우에는 읽기의 주도성, 독해, 언어와 어휘 지식, 낱말 읽
기 전략, 자발적 읽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Valencia(1998:45)는 Bellevue 지역에
서 읽기 포트폴리오를 적용하였는데, 읽기 성취 영역을 글의 의미 구성, 글에 대해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읽기 주도성, 적절한 읽기 전략 사용하기, 읽기 과정에 대한
성찰과 평가에 참여하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개발하는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읽기에 관한 연
구, 현행 읽기 교육과정, 읽기 지도의 실제, 읽기 교과서의 구성 체재 등을 종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표-15]와 같은 성취영역과 성
취기준을 개발하였다.
[표-15]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성취기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1. 독해
1) 글의 중심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2) 단어와 문장 이해, 문장의 연결, 추론, 요약을 하며 읽는다.
3)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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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의 자기 주도성
여러 종류의 글을 자발적으로 읽는다.
2)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을 자발적으로 읽는다.
3) 거의 매일 즐겁게 글을 읽으려는 의지를 지닌다.
3. 읽기 과정의 성찰
1)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읽는다.
2) 읽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적절히 해결하며 읽는다.
3)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2.

1)



읽기 성취 수준 결정은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텍스트
의 수준을 결정하는 선행 연구가 별로 없으므로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텍스트의 수준
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수준으로 진술하였다.
독해 영역은 읽기 지도의 핵심이다. 아동의 읽기 발달은 고려하면 초등학교 1-2학년
까지는 기초적으로 글을 音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천경록, 1999a). 이에 비해 3학
년부터는 단어 해독보다는 글의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음독보다 黙讀하는 능력을 주
로 지도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독해 영역을 설계하였다.
읽기의 자기 주도성 영역은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읽기를 지
도하면서 읽기 기능이나 전략에 대한 직접적 지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이 다
양한 장르의 글을 읽기를 즐겁게 많이 읽어야 한다.
읽기 과정의 성찰은 초인지적 행동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읽기는 사
고 과정이고 사고의 과정을 점검하는 능력은 능숙하게 읽기 위해 필요하다. 많은 연구
들이 초인지 능력을 갖춘 아동의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읽기 내용과 성취기준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관찰하고 싶은 아동의 행동 영역
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영역의
성취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행동의 증거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평가기준 개발

평가기준은 성취영역이나 기준별로 아동의 수행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
한다. 여기서는 해당 성취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삼고, 질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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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는 홀수척도인 3점 척도로 개발하였다([표-16] 참조).
성취기준은 분석적으로 개발하였지만 평가기준은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개발하였다.
즉 각각의 성취기준별로 평가기준을 개발하면 교사가 관리하는데 어렵고 평가 시기도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도 평가기준을 지나
치게 세분하는 것은 평가자인 교사나 학생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표-16] 초등학교 3학년 읽기 평가기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의 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수준을 보인다.
1. 독해
상 : 주어진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뿐더러 글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갖
추고 있다.
중 :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고, 문장 이해, 추론, 요약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 : 주어진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문장 이해, 추론, 요약 등이 정교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2. 읽기의 자기 주도성
상 : 거의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글을 즐겁게 자발적으로 읽는다. 여러 장르의 글, 여
러 내용의 글을 즐겨 읽으면서 읽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 : 가정과 학교에서 글을 자주 읽고 자발적으로 읽지만, 글의 장르와 내용이 두세
가지 정도이다.
하 : 교사나 학부모가 지시할 때, 의무감을 느끼면서 글을 읽는 정도이다. 글의 장르
와 내용이 고정적이다.
3. 읽기 과정의 성찰
상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읽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채, 읽기 과
정에 생기는 문제도 능숙하게 해결한다.
중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읽을 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해결을
시도할 줄 안다.
하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능력이 미흡하다.


상․중․하로 수준을 구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 수준을 해당 학년 해당
영역에서 기대하는 성취 기준을 수락할 만큼 성취한 정도로 잡았다. 이에 비해 ‘상’ 수
준은 성취기준에 비해 탁월하게 잘 한 경우나 적용과 변용 능력이 뛰어난 정도로 잡
았다. ‘하’ 수준은 성취기준 달성에 미흡한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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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과제와 성취기록표 개발
가. 평가과제 개발

평가과제 개발이란 읽기 성취 영역을 바탕으로 학습 도구와 평가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통합
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평가의 시기가 수업의 시간과 분리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 그
러므로 단위 수업 시간의 학습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학습자료는 평가과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과제를 개발할 때에는 무엇인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려 하기보다
는 수업의 목적과 평가의 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도가 높고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기
에 좋은 자료여야 한다. 평가 자료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학생과 교사가 활용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부모가 가정에서 책을 읽는 상황을 진
단하고 논평하는 난을 마련하여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략 14종류의 평가과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각 평가과제는 성취
영역과 교과서 적용 단원의 목표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학생들은 매 학습 자료를 자
신의 포트폴리오에 모아서 누가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선
택되어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개발한 평가과제를 성취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17] 성취영역별 평가과제
성취 영역
학생용 학습자료(평가 과제)
교사용
④
과정
중심
읽기
활동
기록([그림2]),
⑥
내용
1) 독해
간추리기([그림3]), ⑧ 이야기 정리하기([그림4])
① 내가 읽은 책([그림5]), ⑦ 4학년 담임 선생님께 편지
2) 읽기의 자기 쓰기([그림6]), ⑩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그림7]),
⑪ 친구에게 책 추천하기([그림8]), ⑭ 동생이나 부모님께 성취기록표
주도성
글 소개하기([그림9])
([표-18])
②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 생각([그림10]), ⑤ 내가 가장
3) 읽기 과정의 좋아하는 책 가장 싫어하는 책([그림11]), ⑨ 읽기에 대한
자기 점검표([그림12]), ⑬ 내가 읽은 책을 보면서([그림13]),
성찰
⑫ 포트폴리오 표지 만들기([그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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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관계상 평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적용 결과를 설명하는 Ⅳ장에서 보
여주도록 한다. 학습자료의 번호와 그림의 변호를 확인하여 Ⅳ장을 보면, 구체적인 형
식과 내용을 볼 수 있다. 평가과제를 개발할 때 ‘날짜’를 쓰는 난을 꼭 두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발달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
나. 성취기록표 개발

평가 결과는 재지도, 비교, 선발, 책무성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자료로 사용된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여타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가 등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
생과 학부모에게는 재지도를 위한 질적 정보가 필요하며, 행정가들에게는 전체 학생들
을 비교할 수 있는 양적 정보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기본적으로 질적 정보이
므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치환하는 등급화 장치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행정가에게 읽기 성취 정도에 대한 질적 정보를
피드백할 수 있는 성취기록표를 다음 [표-18]과 같이 개발하였다.
성취결과표는 성취기준별과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성취기록표는 매달 교
사가 읽기 성취 영역별로 학습과제(평가과제)의 해결 정도를 살펴보고 평가기준에 비
추어 상․중․하의 판정을 내린다. 성취의 결과는 매단원별로 할 수도 있고, 학기별로
도 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읽기와 관련하여 아동과 학부모는 학기말에 한 차
례 읽기에 관한 통지표를 받는다. 그 내용도 한 줄 정도로 매우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아동의 읽기 성취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되지 못
하여 가정에서 아동 지도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성취 결과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매달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아동은 자신의 읽기 능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기말에는 상은 2점, 중은 1점, 하는 0점으로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
를 기준으로 “상≥6>중≥2>하”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전체적으로 읽기 점수에 대한
종합 판정을 상중하로 내린다. 종합판정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정리하여 제
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읽기 영역별로 아동의 강점과 약점, 발달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동시에 제시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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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읽기 성취기록표
2000 학년도 2학기 읽기 성취 기록표
_____초등학교 ____반 ____번 이름________

교사 : __________________

════════════════════
══════════════════════
Ⅰ. 포트폴리오 평가에 참여해 주어 고맙습니다. 중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읽을
여러분의 성취도는 다음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 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해결을 시도할
도를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월별로 제시하였습 줄 안다.
니다.
하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능력이 미흡
하다.
<성취기준>
1. 독해
1) 글의 중심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Ⅱ. 학생의 읽기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단어와 문장 이해, 문장의 연결, 추론, 요약하 
며 읽는다.

영역  독해 자기주도성 자기성찰 
3)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2. 읽기의 자기 주도성
 수준
판정배점판정배점 판정배점 
1) 여러 종류의 글을 자발적으로 읽는다.

2)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을 자발적으로 읽는다.

 9월 






3) 거의 매일 글을 읽으려는 의지를 지닌다.
 월 
3. 읽기 과정의 성찰
 별 10월 






1)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읽는다.
 성 
2) 읽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적절히 해결하  취 11월 






며 읽는다.
 수 
3)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준 12월 








<평가기준>

종합 






1. 독해

상 : 주어진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뿐더러
글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 1. 판정 요령 및 해석
중 :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고, 문장 이해, 추 ․월별 판정은 영역별로 상/중/하로 하고, 배점은
론, 요약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상=2점, 중=1점, 하=0점으로 계산합니다.
하 : 주어진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 ․종합판정은 합계 점수를 대상으로 “상≥6>중≥2>
고, 문장 이해, 추론, 요약 등이 정교하지 못한 하”로 판정합니다.
부분이 있다.
2. 종합 판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2. 읽기의 자기 주도성
상 : 3학년의 읽기 수준으로는 매우 뛰어 납니다.
상 : 거의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글을 자발적으로 중 : 3학년의 읽기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읽는다. 여러 장르의 글, 여러 내용의 글을 즐 하 : 3학년의 읽기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 조금 더
겨 읽으면서 읽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노력해야 합니다.
중 : 가정과 학교에서 글을 자주 읽고 자발적으로
읽지만, 글의 장르와 내용이 다양하지는 않은 성취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발달과정과 장점 및 약
정도이다.
점을 파악하고, 아래 선생님의 지도 말씀을 참고하
하 : 교사나 학부모가 지시할 때, 의무감을 느끼면 면서 더 노력합시다.
서 글을 읽는 정도이다. 글의 장르와 내용도 다
양하지 않다.
Ⅲ. 선생님의 지도 말씀(질적인 진술)
3. 읽기 과정의 성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 : 자신의 읽기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읽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채, 읽기 과정에 생기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도 능숙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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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는 각 점수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기대하는 읽기 성취에 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회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발달의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질적인 판정에 대하여 배점을 부여하여 수량화를 시도한 것은 포트폴리오 평가의
질적 평가 결과를 양화하여 교장이나 행정가와 같은 양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교장이나 행정가는 구체적인 학생에 대한 정
보보다는 학급이나 학교 전체 학생의 성취 정도를 이전 학기나 이웃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 양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정보는 다른 학급이나 학교와 읽기 성취도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끝으로 교사가 종합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난을 마련하여 질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난은 위의 평정과 관계없이 교사가 아동
의 읽기 행동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의미 있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칫 기계적이
고 분석적으로 흐르기 쉬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Ⅳ. 적용 및 결과
1. 적용

이 연구에서는 위의 앞의 실태분석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
여 실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세 달 정도 적용하였다. 적용 과정에 참여
한 학교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개 반이었다.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읽기는 주당 세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지도에 참여한 교사는 경력 8년의 여교사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적용은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읽기 세 시간의 수업 중에 주로 적용학습 제재를 다루는 시간에 적용하였다. 6차
초등학교 교과서는 소단원 체재를 취하고 있어서 2학기의 경우, 15단원으로 구성된다.
각 단원은 도입학습, 원리학습, 적용학습, 발전/심화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단원
마다 대략 두 개의 텍스트를 다루는데 첫 번째 텍스트는 원리 학습용 제재로 활용되
어 그 단원의 학습 목표에 대한 교사 주도의 시범 보이기 용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
텍스트는 적용학습 제재로 원리학습 제재에 비해 조금 길며, 학생 주도로 대략 두 시
간에 걸쳐 학습하게 된다.
- 200 -

읽기 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학습과제(평가과제)는 적용학습 제재를 다루는 두 시간 중에
교사가 적절히 투입하도록 설계하였다. 매 단원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평가과제(학습과
제)를 개발한 다음 교사와 협의를 거쳐 적용하고, 적용한 평가과제는 교사가 개별 학
생들에게 포트폴리오 파일에 관리하도록 하였다. 포트폴리오 제작과 유지에 대하여는
교사가 적용 초기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학생 입장에서는 매주 하나 이상의 평가과제
와 검사지를 작성한 셈이 된다. 교과서 단원, 투입 날짜, 성취 영역 별로 제시하면 다
음 [표-19]와 같다. 10단원과 9단원의 적용 순서가 바뀐 것은 수업에 임한 교사가 10
단원을 가지고 관내 교육청에서 수업 공개를 하기 위해 진도를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표-19] 평가과제(학습 과제) 투입 날짜
단원과
주 투입 날짜 교과서
학습자료(평가도구)
텍스트 제목
9/25-10/1
① 내가 읽은 책
② 읽기 점검표
1 9/28
4.석주명
⑧ 이야기 정리하기
10/2- 10/8
① 내가 읽은 책
2 10/5
쓰기 사막
⑥ 내용 간추리기
10/9- 10/15 5.고마운 국어사전 ① 내가 읽은 책
3 10/10
⑥ 내용 간추리기
10/16-10/22
① 내가 읽은 책
자연과
귀중한
흙
10/17
⑥ 내용 간추리기
4 10/19
6.원인과 결과
④ 과정중심
10/23- 10/29
① 내가 읽은 책
5 10/27
7.철새
⑥ 내용 간추리기
10/30- 11/5
① 내가 읽은 책
6 10/31
⑬ 내가 읽은 책을 보면서
11/ 6
8.이야기를 나누어 ⑧ 이야기 정리하기
11/
8
요
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책
7 11/ 9
⑪ 친구에게 책 추천하기
11/ 10
⑩ 담임선생님께 편지 쓰기
10.이야기 샘
⑭ 동생이나 부모님께 글 소개하기
8 11/ 16
9. 하나가 되어 ⑥ 내용 간추리기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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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실태 조사에 의하면 많은 교사들이 시간 부족과 평가기준의 부재로 말미암아 현실
적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망설인다고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이 연구에서 어
떻게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가 학생의
읽기 능력을 실제로 신장시켰는지도 결과 분석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결과는 질적 연
구 방법으로 보고한다. 연구자가 수업 관찰, 교사면담, 학생 면담을 하였고, 사례 연구
법에 따라 학생 작품을 분석하였다.
가. 수업 관찰과 면담 결과

1) 수업 관찰
연구자가 자연 상태에서 교사의 수업을 한 시간 관찰하였다. 관찰 날짜는 2000년 11
월 30일이었으며, 학습지 ⑥번을 적용하고 있었다. 주요 관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교수-학습은 의미 있게 진행되는가?
․학생은 포트폴리오 사용을 흥미 있어 하는가?
․포트폴리오가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포트폴리오는 적용가능한가?
․사전에 예상하지 않은 문제는 없는가?

수업 관찰 결과,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수업은 활기차고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교사는 전체 40분 수업 시간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30분이 경과하자 학
생들에게 포트폴리오 학습지 ⑥내용 간추리기([그림3])를 나누어주고 각자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서 교사의 안내대로 과제를 해결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학습지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서인지 학습지를 익숙한 솜씨로 해결하고 있
었다. 빨리 해결하는 학생은 3분 정도 지나자 교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간
을 사용한 학생도 5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서 포트폴리오 학습지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사전에 예상하지 않은 특별
한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학생은 의미 있게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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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면담
평소 학업 성취가 상/중/하를 보이는 학생 3명을 담임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30분
동안 수업이 끝난 후에 교실에서 연구자가 면담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차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수업은 재미있고 의미 있었는가?
․포트폴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읽기 능력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어려운 점,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학생 면담 결과, 학생들은 본시의 학습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었다. 본시의 학
습 목표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였다. 사용
된 텍스트는 “날씨와 생활”이라는 설명적 텍스트였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텍스트 내
용을 회상하여 말해 보라고 했을 때, 상위 학생의 경우는 특별한 단서를 주지 않아도
본시에 다룬 글의 내용을 조리 있게 재구성하여 말하였다. 중위 학생은 텍스트에서 새
롭게 알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회상하고 이해하고 있었
다. 하위 학생의 텍스트 내용 회상은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한두 가지
단서를 주자 금방 텍스트 내용을 회상하였다. 면담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자 : 해성이는 오늘 공부한 글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김해성(假名 : 하위 수준) : ……침묵……
연구자 : 오늘 읽은 글은 “날씨와 생활”이었지요. 날씨에 따라 의식주가 달라진다고
했지요. 옷은 어떻게 달라졌지요?
김해성 : 아! 겨울에는 가죽옷이나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옷 색깔도 검은색을 주로 입고요 여름에는 흰색을 많이
입어요. 햇빛의 흡수 때문이에요.

포트폴리오가 학습의 흥미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 학생 모두 포트폴리
오 수업이 이전에 받아보던 다른 수업에 비해 흥미를 증가시켰으며, 자기만의 포트폴
리오를 관리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였다. 포트폴리오
를 사용함으로써 가정에서도 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부모님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
였으며 전체적으로 읽기에 흥미와 읽기 속도, 읽는 글의 종류 등이 나아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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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면담
3개월 동안 실제 포트폴리오 수업을 하였던 교사를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면담하였
다. 면담 일시는 2000년 11월 30일이고 방과후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포트폴리오 운영 모형은 적절한가?
․포트폴리오는 교수-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었는가?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학생의 읽기 성취도에 대한 결과는 처리할 수 있었는가?
․포트폴리오의 평가 기준은 활용 가능하였으며 도움이 되었는가?
․포트폴리오의 난점과 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가?
․적용한 포트폴리오의 개선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면담 결과, 포트폴리오 운영 모형이나 평가기준, 성취기준, 성취기록표 등은 활용 가
능하였으며, 학습지는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자기주도성, 자아성찰 지도
에 도움이 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의적 영역과 초인지 영역으로 전통적으로 평가
에 애로를 겪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포트폴리오는 조사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평가기준의 문제, 학습지의 문제, 결
과처리의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이 현장에
서 적용되려면 교사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수가 필요하리란 점을 들었다.
읽기 포트폴리오의 개선할 점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어려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는 현
실을 고려할 때 성취기록표 작성 주기가 좀더 간소하여 지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점은 국어과의 여러 영역이나 다른 교과 영역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교과간의 협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수업관찰, 학생 및 교사 면담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읽기 포트폴리오는 적용 가
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나. 학생 작품의 질적 분석 결과

포트폴리오는 막연히 학생의 적용 자료를 모으는 자료 수집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성취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사
례 연구 방법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방법이 읽기 능력이 신장되었는지를 한 학생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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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대상이 된 학생은 ‘신종현’이라는 남자 학생으로, 교
사에 의하면 40명으로 구성된 반에서 성취도가 중하 정도이며 과학 영역에 흥미를 보
이는 학생이라고 하였다. 결과 분석과 동시에 앞의 [표-17]에서 언급한 평가과제 양식
을 동시에 소개한다. 읽기 성취 영역별로 결과를 제시한다. 신종현 학생의 최종 성취
결과는 이 장의 끝 부분에 [표-20]에 제시하였다.
1) 독해 영역

독해 영역의 학습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학습지는 크게 세 종류로 ‘④ 과정
중심 읽기 활동 기록, ⑥ 내용 간추리기, ⑧ 이야기 정리하기’이다. ④ 과정 중심 읽기
활동 기록은 아래 [그림2]에서도 보듯이 읽기 전 활동, 읽는 도중 활동, 읽은 후 활동
을 구분하면서 과정을 중시하여 읽도록 설계되었다. 읽기 전에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
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글을 읽으면서 글의 정보를 수집하여 예측한 내용을 확인
하거나 수정하면서 이해를 정교화해 간다.
[그림2] ④ 과정 중심 읽기 활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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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야기의 줄거리는 가난한 선비의 세 딸이 아버지가 바지를 줄여 달라는 부탁
을 듣고 각자 한 뼘씩 자르다 보니 바지가 짧아졌다는 이야기다. 부자가 그 사연을 듣
고 자기의 세 딸에게 부탁하자 부자의 딸들은 서로 미루고 바지가 그대로였다는 이야
기다.
신종현 학생의 경우,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
지의 ‘4. 결석하여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친구가 앞에 있다고 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은 점점 커진다’라고 하여 이야기의 맥락을 제대
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1.과 5.에서 보듯이 글의 화제는 파악하
고 있으며, 3.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은
정교하지 못한 상태이다. ‘선비에게 가르침을 줄 것 같다는 표현은 실상 부자에게 가
르침을 줄 것 같다’를 잘못 표현한 것이다.
‘⑥ 내용 간추리기’는 설명적인 글(expository text)을 학습할 때, 주로 사용하기 위
해 개발하였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환언하고, 글의 난이도를 판
단해 보는 활동으로 구조화되었다([그림3] 참조).
[그림3] ⑥ 내용 간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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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신종현 학생은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화제와
필자가 글을 쓴 목적도 이해하고 있다. 이 학생은 글의 난이도에 대하여도 ‘매우 쉬움’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비록 독해 영역의 증거를 수집하는 학습 과제(평가 과
제)였지만 종속적으로 읽기 과정에 대한 성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신종현 학생은 과학 분야를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다. 다음의 ‘읽기의 자기 주도성’
영역에서 제시할 ‘① 내가 읽은 책([그림5])’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 분야의 책을 많
이 읽고 있다. ‘⑥ 내용 간추리기([그림3])’ 학습지를 사용하였던 글이 ‘철새’였는데 과
학 분야의 글이라 특히 흥미 있어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지도 교사는 ④번과 ⑥번 및
앞의 [표-17]에 제시된 학습과제 해결 정도를 분석하고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조회하
여, 신종현 학생의 10월달 독해 영역의 성취를 ‘중’ 수준으로 판정하여 제시하였다(다
음 [표-20] 참조).
‘⑧ 이야기 정리하기([그림4])’는 이야기체(narrative text) 글의 독해 능력을 주로 파
악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과제다. 이 학습지는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을 참조로
하여 개발하였다.
[그림4] ⑧ 이야기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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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에서 보듯이 신종현 학생은 이야기 체에 속하는 ‘쓴 약 단 약’이라는 글의 줄
거리를 거의 대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정보와 앞의 [표-17]에 제시된 다른
학습지의 성취와 평소 성취 정도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조회하여 교사는 신종현
학생의 11월 독해 성취를 ‘상’ 수준으로 진단하였다(다음 [표-20] 참조). 이 학생은 10
월에 비해 독해 영역의 성취가 ‘중’에서 ‘상’으로 향상되었다.
2) 읽기의 자기 주도성

읽기의 자기 주도성 영역은 읽기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택된 영
역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기존의 선다형 평가와 간단한 수행평가에 비해 아동의 정
의적 평가를 신장시킬 수 있다. 자기주도성 영역을 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
과제는 [표-17]에서 보았듯이, ‘①내가 읽은 책, ⑦4학년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 ⑩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 ⑪친구에게 책 추천하기, ⑭동생이나 부모님께 글 소개하기’
등과 같은 과제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읽기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율 학습
시간에 해결한 것도 있다. 먼저 ‘①내가 읽은 책’을 보면 다음 [그림5]와 같다.
[그림5] ① 내가 읽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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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학습지는 매 주마다 하나씩 배부하여 집에서 읽은 책을 적고 책에서 받은 느
낌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신종현 학생은 전
기문, 과학 서적 등을 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에서 수요일 하루만 빼고 책
을 읽었으며, 책의 종류도 다양하며 책에서 받은 의견이나 느낌도 표현하고 있다. 부
모도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독서 지도를 함을 알 수 있다.
‘⑦ 4학년 담임선생님께 편지쓰기’의 경우, 다음 [그림6]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과 자
신이 개발한 읽기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4학년에서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될 분에게
편지를 쓰는 과제를 부과하였다. 신종현 학생은 비록 읽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 학생이 주의가 부족하였을 수도 있고, 교사의 안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맞
춤법이 틀린 곳이 더러 관찰되지만 비교적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6] ⑦ 4학년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

‘⑩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는 다음 [그림7]에서 보듯이 자신을 현재 지도하는 담
임 선생님께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하여 편지 쓰기 활동을 부과한 결과이다. 교과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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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을 자유롭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읽고, 그 책을 담임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소개하
는 편지를 쓰는 과제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신종현 학생은 11월 한달 동안 읽은 책이
무려 31권이었으며 그 중에서 ‘마르틴 루터 킹’ 전기에 대해 감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맞춤법이 틀린 곳이 많으나 우선 많은 책을 읽을 자발적으로 읽으며 내용에 대
한 반응도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7] ⑩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기

‘⑪ 친구에게 책을 추천하기’ 활동은 다음 [그림8]과 같은 활동을 한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책을 고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종현 학생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과학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글을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다양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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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이 읽는다는 점은 읽기의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생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림8] ⑪ 친구에게 책 추천하기

다음 [그림9]는 ‘⑭동생이나 부모님께 글 소개하기’ 활동을 한 것이다. 친구나 동생,
부모님께 읽은 책을 소개하는 편지를 써 보게 하였다. 앞의 ⑩은 담임 선생님에게 읽
은 책을 소개하는 편지를 쓰게 하였는데, 담임 선생은 공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이이
다. 이에 비해, 사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읽은 글에 대해 표현해 보게 한
것이다.
신종현 학생의 경우, 책의 주요 내용 파악은 아직 요령이 생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학습지는 일차적으로 읽기의 자기 주도성을 판단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만 글의 내용 독해 정도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상 [그림6]～[그림
9]에서 나타난 정보를 참조로 하여 신종현 학생의 11월 자기 주도성 영역의 성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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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교사는 평가기준에 조회하여 ‘중’ 수준으로 판정하였다(다음 [표-20] 참조).
[그림9] ⑭ 동생이나 부모님께 글 소개하기

3) 읽기 과정의 성찰

읽기 과정의 성찰은 초인지적 읽기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주로 사용한 평가 과제는 앞의 [표-17]에서 보듯이 ‘②포트폴리오에 대한 내 생각, 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책, ⑨읽기에 대한 자기 점검표, ⑫포트폴리오 표지
만들기, ⑬내가 읽은 책을 보면서’ 등이다.
‘②포트폴리오에 대한 내 생각’은 다음 [그림10]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읽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구조
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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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②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 생각

신종현 학생의 경우, 책읽기를 좋아하며 학기초에 비해 상상하며 책을 읽는다는 읽
기 전략의 변화를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의 종류와 제목을 보고
책을 선택하며, 자신의 흥미 분야인 과학 분야의 책읽기를 좋아함을 알 수 있다. 학기
초에 동일한 평가과제를 사용한 것과 비교한다면 학생의 읽기에 대한 태도 변화, 능력
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는 학습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 [그림11]은 ‘⑤가장 좋아하는 책과 가장 싫어하는 책’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한 평가과제이다. 학생의 독서 흥미 분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
는 책과 싫어하는 책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책읽기에 대한 성찰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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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싫어하는 책

교사는 이 정보와 [그림10] 및 11월에 사용한 다른 평가과제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
한 다음 평가기준에 조회하여 이 학생의 자기 성찰 영역의 성취를 ‘상’ 수준으로 판정
하였다(다음 [표-20] 참조).
다음 [그림12]는 ‘⑨읽기 과정에 대한 자기 점검표’이다. 신종현 학생은 12개의 점검
사항 중에 긍정적 진술이 5개 부정적 진술이 각각 5개이며 2개는 보통이다라고 답변
하였다. 특히 1. 책읽기를 좋아하느냐에 대한 물음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
사는 이런 정보를 종합하여 9월의 이 학생의 읽기에 대한 성찰은 ‘중’ 정도의 판정을
부여하였다(다음 [표-20]참조). 9월과 10월에 ‘중’ 수준을 받은 학생이 11에 ‘상’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본 포트폴리오 연구가 아동의 읽기 성찰 영역의 성취를 향상시
켰음으로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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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⑨ 읽기에 대한 자기 점검표

다음 [그림13]은 앞에서 자기 주도성 분야의 증거로 사용하였던 ‘[그림5] ⓛ내가 읽
은 책’이라는 목록을 보면서 자기의 읽기 활동을 진단하는 평가과제를 부과한 것이다.
두 주 동안을 기준으로 매일 책을 읽은 횟수, 읽은 책 종류의 다양함, 읽다가 이해되
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 전략, 읽기에 대한 자아관과 그 이유, 좋아하는 책의 종류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신종현 학생이 경우, 자기 성찰 영역에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읽
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채, 읽기 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는 수준으
로 판단되어 지도 교사는 11월의 성취를 ‘상’ 수준으로 판정하였다(다음 [표-20] 참조).
이러한 판정은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수업 도
중에 교사가 지도하면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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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⑬ ‘내가 읽은 책’을 보면서

끝으로 부여한 학습과제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신의 포트폴리오 파일에 대하여 적
절한 제목을 붙이고, 자신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표지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신종현 학생은 [그림14]와 같은 표지를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잘았어요’라고 하여 성장을 암시하는 제목과 우주인 모양의 어린 아기가 점점 자라서
성장하는 4개의 그림을 그렸다. 비록 ‘자랐어요’의 표기는 틀렸지만 이 학생의 과학 분
야의 관심과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성찰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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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⑫포트폴리오 표지 만들기

[그림15] 표지 뒤쪽의 낙서

오른쪽에 소개한 [그림15]는 포트폴리오 표지를 만들고 표지 뒤쪽에 낙서를 한 것이
다. 비록 힘든 작업이라 표현하였으나 ‘1학기 보단 낫다’라고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 성찰과 발달에 관한 정보이다. 물론 3학년 학생으로 맞춤법이나 구두점 표
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통한 읽기 지도가 학생의
읽기 능력의 성장과 자기 주도성, 자기 성찰에 여부에 대하여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
는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교사는 신종현 학생의 읽기의 자기
주도성 영역과 자기 성찰 영역을 ‘상’으로 판정하였다(다음 [표-20]참조).
[표-20]은 교사가 한 학기동안 신종현 학생을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읽기를 지도하
고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정으로 보내는 성취기록표이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나
타나 있고, 월별로 읽기 영역별로 교사의 판정이 나타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월별
로 자신의 읽기 능력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 신종현 학생은 독해 영역에서 9월에는
‘하’의 성취정도를 보였으나 10월에는 ‘중’, 11월과 12월에는 ‘상’의 판정을 받았다. 시
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읽기 능력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기말에 종합 판
정을 살펴보면, 독해 영역은 ‘중’이고 나머지 영역은 ‘상’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을 더
욱 좋은 읽기 성취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표에 의하면 독해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
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수준도 3학년 정도의 읽기 발달 수준에는
도달하였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끝에는 기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교사의 판
단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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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읽기 성취기록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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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여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할 수 있
도록 이론적 배경을 모색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적용하
였다. 연구의 결과로 보건대, 읽기 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며 학생의 읽기 성취 또한 향상시켰다. 연구 내용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초등학교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의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나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를 사용한 경험은 적고, 포트
폴리오에 대한 연수 경험도 거의 없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식 정도도 매우 낮고 포
트폴리오가 어려운 이유로 시간을 과다하게 소비한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포
트폴리오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평가 기준의 개발과 평가과제(학습과제)의 개발을 요구
하였다.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을 정교
화하고 운영 모형을 구안했다.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자료 수집의 함이 아니라 학생의
읽기 정보를 의미 있게 수집하고 학생의 읽기를 신장시키려는 종합적 평가 기제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트폴리오는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되며 단지 아동이 사용한 학습
지를 모아서 교실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료 수집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의 개념에는 학생의 성취 기록을 저장한다는
물리적 측면과 의미 있는 정보의 수집에 따른 해석과 의사결정이라는 철학적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활동의 결과물의 모음(collections)이 곧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은 아니며,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과물 중에 성취기준이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자료로 선정되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증거만이 포트폴리오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운영 모형은 크게 설계하기, 개발하기, 적용하기, 결과처리하기로 구안하
였다. 설계하기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목적 결정하기, 교육과정․교수학습․교과
서․평가 정렬하기, 준비물 확인, 시간 계획하기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개발하기 단
계에서는 성취기준, 평가기준, 평가과제, 성취기록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안내 및 유지하기, 정보 수집하기, 정보 검사하기 등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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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결과처리하기 단계에서는 성취의 해석 및 성취기록표 작성하기, 질적 정보
양화하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드백하기 등의 활동이 권장된다 .
개발 연구의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여 포트
폴리오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는 성취기준, 평가기준, 평가과제(학습과제), 성
취기록표였다. 성취기준은 최근의 읽기 연구를 반영하여 크게 독해 영역과 정의적 측
면의 자기 주도성 영역, 초인지적 측면의 자기 성찰 영역으로 개발하였으며 각 영역별
로 세 개씩 모두 9개의 성취기준을 분석적으로 개발하였다. 성취 영역을 반영하여 상
중하 3점 척도로 질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평가과제(학습과제)는 각 영역의 성
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모두 13종류의 평가과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성취기록표
는 아동의 장단점과 시간에 따른 발달의 증거를 포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월별로
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기말에 종합 판정과 질적 정보를 수량화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 서열화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을 동시에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성취의 정도를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포트폴리오 평가 방안을 3개월 동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읽
기 지도에 적용하고 수업 관찰, 교사면담, 학생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우려했던 시간 과다, 평가기준과 성취기준의 부재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교
사와 학생은 의미 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적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한 학생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 방법이 학생의 읽
기 성취를 향상시키는지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읽기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읽기 성취를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특히 정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주도성 영역
과 초인지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 성찰 영역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었
다. 이 점은 과거 선다형 중심의 읽기 평가가 인지적 독해 능력 평가에 주력하였던 점
을 고려할 때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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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nd Using Portfolio for Reading
Assessment*3)
Cheon Gyeong-rok
This paper studied two issues whether reading portfolio assessments could be
applicable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or not and portfolio could really
enhance student reading achievements.
Supporters of portfolio assessments have said that it is a complete picture of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ut as a results of survey, many Korean teachers
replied that reading portfolio assessment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is time
consuming and assessment standards is insufficient. Not only their knowledge
about reading portfolio is low, but also they have less chances to learn reading
portfolio assessment.
Solving this problems, I have investigated the cases of reading portfolios, and
elaborated portfolio concepts, constructed model of reading portfolio, developed
portfolio materials such as, achievement standards, assessment standards, common
portfolio tools, and reporting cards. And I have applied them in 3th grade reading
subjects for three months. Qualitative methods have used for analysis of results,
such as observation of lesson, interviews students and teacher, and cases study of
students collections.
As a results, the strategies of this study was very good applicable in classroom.
No serious problems observed. And students reading achievements is enhanced in
reading ownership and self reflection as well as reading comprehens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99003-A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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