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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t fol i o를 통한 표현생활영역의 유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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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생활 영역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평가는 표준화 검사와 달리, 유아들이 수료한 학습
의 성과물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학습의 발달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유아의 표
현생활 영역에서의 예술활동은 초안에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작품을 수집하여 평가의 근
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평가는 매우 유용하다.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인 평가 도구로서의 가치와 반성적 도구로서의 가치, 역동적 교수 전략 도구로서의 가치
그리고 학부모와 협의도구로서의 가치 등이 있다.

Ⅰ. 서 론

포트폴리오 평가의 발달은 수행평가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교육 혹은 열린
교육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아에 대한
기록의 총체적인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교사가 유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포트폴리오는 유아가 그린 그림이나 원고의 초간, 스케치, 잡
지, 작품, 음악작품 등 뿐 아니라 부모들의 관찰, 교사나 보조교사의 형식적, 비형식적 관찰
및 의견 등 유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평가방법이다. 이 평
가방법은 모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유아들의 예술활동을 평가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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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은 종래의 표준화된 검사 즉 Binet 검사, WIPPSI 검사처럼 제한된 시
간 안에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점수로써 유아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여 만들
어 졌다. 즉 그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전통적인 표준화된 평가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 전통적인 평가방법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종래의 평가는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을 평가하기보다는 단순 지식 습득의 평가에 편
중된다. 따라서 유아가 학습한 지식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유아가 학습한 지식을 현실생활
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평가할 수는 없었다.
셋째, 유아의 인지중심평가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유아의 성격, 가치, 도덕성, 자아개념 등
과 같은 정서능력 특성에 관한 평가가 소홀해왔다.
넷째, 그 동안의 교육평가는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중심으로 이루어져 유아의 복잡한
발달 특성을 제한된 방법으로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많은 교육자들은 평가의 다른 형태
를 사용하여 학생의 성취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즉 수행평
가이다(Hebert, 1992). 그리고 교사들에게 크게 반응을 얻은 수행평가의 한 형태가 포트폴리
오인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전통적인 평가법들에 대한 체계적인 변
화와 개혁의 필요성으로 포트폴리오 평가가 새로운 평가법으로 소개되었다.
포트폴리오 평가(Portfolio Assessment)는 초안에서부터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학생의 작품
을 수집하여 평가의 근거로 삼는 평가법이다.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서 교육이
아닌 다른 경제나 예술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원어 그 자체로 번역하여 포트
폴리오 평가법 혹은 포트폴리오 라 부르고 있다. 특히 유아의 예술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Harvard 대학의 Howard Gardner가 이끄는 Project Zero 연구팀이 개발해낸 Project Spectrum의
한 평가방법인 PROPEL은 유아의 예술활동을 생산(production), 지각(perception), 반영
(reflection)에 있어서의 유아의 성장을 기록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Winner, 1991), 그 각 머릿
자를 딴 PRO(duction), PE(rception), refLection 에 학습이라는 Learning 의 L을 붙여 만들어 졌
다. 이 PROPEL에서 주장하는 유아들의 예술활동 의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맥
락에서 탄생하였다.
첫째, 아무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업적에 관한 정보를 밝혀내기 보
다는 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평가가 활동과 분리되지 않으며 학기 중 특별한 시점에 외부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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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타당성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심미적인 능력은 심미적인 도구로
써, 음악적인 능력은 음악적인 도구로써 측정되어야지 종래의 언어 수학적인 능력에 근거한
검사는 타당성이 없는 검사에 불과하다.
넷째,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재아 혹은 천재유아의 잠재적인 능력 개발을 위
해 영재아 선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면 IQ 129는 영재가 아니고 IQ
131은 영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유아와 관련된 모든 작품과 활
동을 통하여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평가는 개인차와 전문성을 고려한 도구이어야 한다. 이것은 평가를 담당한 교사
가 지녀야하는 자질로써, 교사는 유아가 지닌 개인차를 파악하는 직관을 가져야 하며 영역
에 맞는 능력을 파악해내는 교육의 훈련을 받아야한다.
여섯째, 평가는 유아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이어야 한다. 유아가 최상의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
서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유아가 지닌 능력은 어떤 것이며 약점
은 어떤 것인 지를 알려주는 유용한 자료이어야 한다.
잘 계획된 포트폴리오는 교사가 유아의 성장과정을 평가하도록 해주며, 교사와 부모가 유
아의 성취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게 해주며, 교사가 교수방법을 평가하도록 해
주고, 유아 자신도 평가과정 참여하여 교사와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해준다(Hart, 1994). 포트
폴리오는 그것을 만든 유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유아의
마음의 창이 될 수 있으며, 교사와 유아 모두에게 유아 개인별 발달수준에서 학습과정을 이
해하게 해주는 교육 수단이 된다(Paulson et al, 1991). Project Spectrum에서는 시각예술활동,
음악활동, 신체기능적인 영역에 관한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의 지침서를 1998년 내 놓았다.
표현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사에게 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유아의 표현생활영역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평가는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평가 방법이다. 특히 유아의 표현생활
영역에서의 예술활동은 초안에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작품을 수집하여 평가의 근거로 삼
을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평가는 매우 유용하다.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유아는 자기평가
의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주요목표는 유아가 가능한 한 빨리 자
기 삶에 대한 반성적 사고(Reflecting)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4- 5세 유아는 그들이 선호하는
이야기, 그림, 만든 작품, 극놀이, 배운 노래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한다.
즉, 유아의 인지발달단계상 반성적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표현생활 영역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의 일반적 특징, 포트폴

리오 평가 계획 및 진행과정, 평가 결과의 정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표현생활 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 특성

Wiggins(1992)는 평가작업을 설계하는데 일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사에게 도
움이 되는 중요한 질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포트폴리오 평가의 원리, 포
트폴리오 평가의 점수기준, 그리고 점수처리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유아들이 해야 되고 완성할 것이 기대되는 핵심수행과 역할과 상황은 무엇인가?
실제 수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저하고 통찰력 있는 변별요인은 무엇인가?
평가 과제는 어떻게 보여야 하나? 우리가 점수화 체계를 정착시킬 신뢰성 있고 적절한
예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엽적인 기준 이상으로 점수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우리의 평가과제는 모든 유아의 역량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가?

1. 평가목적
표현생활 영역의 탐색활동, 표현활동, 감상활동의 포트폴리오 목적은 유아의 시간의 경과
에 따른 다음과 같은 능력에서의 성장과 학습진보를 보여주는 데 있다.
1 ) 탐색활동 평가
(1) 유아는 그의 작업에서 소리, 형태, 움직임 등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2) 유아는 그의 작업에서 소리, 형태, 움직임의 지각에 민감성이 나타나야 한다.
2 ) 표현활동 평가
(1) 유아의 작업에서 노래, 리듬악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동작, 극놀이 등의 다양한 표
현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유아의 포트폴리오 작업에서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기술(skills)의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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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상
(1) 유아의 작품에서 그 자신의 작품의 장점과 단점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아는 다른 유아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작품의 평가기준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3) 유아가 자신의 작품 또는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하여 비평적인 언급을 하고 적절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제안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아는 다양한 문화, 역사, 장르의 관점에서 작품들을 비교·대비시키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5) 유아는 작품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2 . 평가도구
포트폴리오 안에는 유아의 학습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
거로서 유아의 그림, 작품, 사진, 오디오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포상(award), 유아교육기관
밖에서의 활동에 과한 자료, 전통적인 평가의 결과 등 다양한 형식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아의 작품외에 관찰을 통한 간단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학습에 대한 관
찰 결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도구에는 일화기록법(anecdotal records),
체크리스트(checklists), 면담(interview), 질문지(questionnaires), 목록(entries), 평정기준( rubrics)등
이 있다.
1 ) 일화(anecdot a l r ecor ds )
일화는 유아 개개인의 강점 및 약점, 요구, 학습진보, 학습 스타일 등에 관한 정보를 간단
하게 기록한 것이다. 일화는 반드시 기록한 날짜를 포함해야 하며, 유아등에 대한 평가나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및 작품에 관해 간단하면서도 묘사적인 진술을 기재한다.
수업상황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각 유아에 대한 일화를 기록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명의 유아들을 동시에 관찰하고 기록할 수 없으므로 하루에 한 두 명
이나 소그룹이 유아들을 미리 정해놓고 일화를 기록한다. 그리고 유아이나 부모가 평가의
과정에 대해 편안히 느낄 수 있도록 각 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내용으
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림 1]은 표현생활영역을 한 지면에 종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일화양식의 예이
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으로 기록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제작, 편집할 때 각 영역을 분리

해서 수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카드나, 부착되는 용지(sticky notes) 등을 활용하여 활동별
로 분리하여 일화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름

날짜
탐색활동

표현활동

반
감상활동

평가활동

기타사항 :
[그림 1] 일화의 기록 양식
출처 : Jean J. Nancy and Leonie M. Rose, 1997, p.108

2 ) 체크리스트(check l i s t s )
체크리스트는 유아들의 특성을 직접 관찰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일화
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일화처럼 문장으로 기술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체크리스트는 수업의 목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며, 최소한으로 선
정된 중요한 학습요소나 관찰해야 할 유아들의 특성을 문장으로 기술한 항목이 체크리스트
양식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아들을 관찰하면서 각 항목에 대한 관찰결과를 주어진 양식에
숫자나 적절한 평정방식으로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평가양식은 특정영역
이나 사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유아들을 관찰하려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교사가 유아를 관찰할 때 뿐만 아니라 유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에나 동료들을 평가
할 때도 이 체크리스트양식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자신이나 타인의 학습정도를
기술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한 저학년 유아이나 유아에게 체크리스트는 유
용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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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9월

반:

교사 :

안하는 편이다
10월

11월

9월

[그림 2] 체크리스트 양식

1.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즐긴다.
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3.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4. 다양한 조형작품을 접한다.
5. 다양한 조형작품을 보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6. 극놀이를 보고 즐긴다.
7. 극놀이를 보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8. 다른 사름의 생각이나 표현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9.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소중히 다룬다.
10. 서로의 생각이나 표현이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11. 우리 나라의 전통예술을 접한다.
12. 우리 나라의 전통예술에 친숙해 지고 관심을 가진다.
13. 다양한 종류의 춤을 보고 즐긴다.
14. 다양한 종류의 춤을 보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하는 편이다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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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그 자신의 점수기준(criteria)을 개발하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사용하든지에 상
관없이 점수화 과정의 질을 재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
용한다 (Herman et al., 1992)
(1) 모든 중요한 결과물들을 그 기준(criteria)에 의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 전략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취한다. 전체적 관점, 평가적 관점, 진단을 위한 분
석적 관점
(3) 평가 척도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점수를 제공한다.
(4) 기준은 구체적인 참조물과 유아와 부모 그리고 다른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한다.
(5) 기준은 발달적, 도덕적, 성적 편견을 대해 재고되어야 된다.
(6) 기준은 가르칠 수 있는 결과물을 반영한다.
(7) 기준은 실행할 수 있는 차원의 수로 제한된다.
(8) 기준은 다른 유사한 과제나 더 광범위한 수행영역에 일반화시킬 수 있다.
3 ) 면접( i nt er vi ew)
면접은 교사와 유아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
는 방법이다. 편안한 상황에서 유아와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지필
식 평가나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면접의 종류는 크게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나 조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면접
방법과 조사의 기본 목표 및 내용, 그리고 면접의 기본 방침에 충실을 기하되 면접자의 재
량에 맡기는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방법의 두 가지로 나룰 수 있다.
언어적 표현과 이해에 제한이 있는 유아가 체크리스트 양식을 사용할 때는 교사가 체크
리스트의 질문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면접을 병행해서 유
아에게 체크리스트 양식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4 ) 목록(ent r i es )
목록은 학습에서 사용된 기술이나 전략, 학습의 주제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유아 각자가 가정에서 감상한 음악의 내용이나 종류, 빈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의 부모에게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는 감상 활동에서 유아가 감상한 음
악의 목록을 정리하기 위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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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상한 음악 목록
이름 :
날 짜

제목 / 작곡가

장 르(전통,서양, 기타)

[그림 3] 목록 양식
출처 : Janine Batzle, 1992, Portfolio Assessment and Evaluation ; Edveloping using Protfolios in K- 6 Classroom.
([n.p] : Creative Teaching Press, Inc.), p.103.

5 ) 평정기준(r ubr i c s )
평정기준(rubrics)은 학습자의 작품이나 수행의 질을 묘사한 일련의 진술이다. 일반적으로
학습목표를 우수하게 성취했을 경우를 서술적으로 묘사한 것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수준으로
3수준에서 6수준으로 배열한다.
평정기준을 구성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사는 수업의 목표나
교수과정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고, 교사는 물론 유아들에게도 작품을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창조적인 동작과 그림 그리기의 평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창조적인 동작
리듬에 대한 민감성
동작을 안정적이고 변화하는 리듬(도구나 녹음된 음악에 의한)에 맞추거나 자신의 리듬을
설정하는 능력.
유아는 리듬의 변화를 간과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는 반대로 리듬에 맞추어 움직인
다. 유아는 동작을 통해 자신의 리듬감을 설정하고 조절한다. 유아가 몸의 일부분 예를 들
면, 팔을 움직이는가 또는 유아가 리듬에 맞추어 몸 전체를 움직이는가를 기록하기.
대상활동 : 타악기, 드럼, 종에 맞춘 동작,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표현
동작을 통해 무드(mood)와 심상(image)을 일으키는 능력.
자극은 음악, 언어적 심상이 될 수 있다. 유아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제스츄어나 몸 동
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안하다. 유아는 다른 언어적 자극, 분위기, 상이한 악기의 음색
예를 들면 드럼이나 벨 모두에 생생하게 반응한다. 또한 유아는 몸 동작으로 음악의 질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음악에 다양하게 반응한다.
대상활동 : 이야기주제 또는 심상에 맞춘 몸 동작, 간단한 안무, 음악에 맞춘 자유댄스
신체조절
유아가 효율성을 위해 자세를 취하고 신체부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예를 들면
춥거나 몸을 균형을 취해야할 때 더울 때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가와 같은 것이다.
유아는 효율적으로 동작을 계획하고 순서화 시키고 실행할 수 있다. 유아는 성인과 또래
에 의해서 제안된 동작을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
유아는 주변에서 시키는데로 추위에 떠는 몸 동작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신체에 대한 인
식(body awareness : 엉덩이와 어깨와 같은 상이한 신체부분을 인식하고 그 기능들을 이해하
는 능력)과 동작에 대한 기억(movement memory : 자기자신의 동작과 다른 사람의 동작을 기
억하였다가 재연하는 능력)을 주의해서 보기.
대상활동 : 장애물 코스 넘기, 거울 들여다보기, 공놀이, 풍선놀이.
새로운 동작 창안
새로운 동작을 고안하는 능력 또는 동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제공하는 능력. 예
를 들어 친구들에게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이 팔을 올려 떠다니는 것처럼 해보라고 제안하
는 능력. 여기서 창안된 동작이 꼭 뛰어날 필요는 없다. 유아는 아이디어와 심상에 즉각적
으로 반응한다.
대상활동 : 간단한 안무
음악에 대한 반응성
상이한 음악에 상이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리듬에 대한 민감성과 표현을 조합한 것).
유아가 리듬이나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 반응하는가를 주의해서 볼 것. 또한 공간사용도 주
의해서 관찰할 것 : 유아가 얼마나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하는지, 기리고 얼마나 쉽게 유동적
으로 움직는가에 대한 능력을 주의해서 보기. 유아가 얼마나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Po rtfo lio를 통한 표현생활영역의 유아평가

가 (예를들면 방향 바꾸기 회전하기)를 주의깊게 보기.
대상활동 :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춤추기. 악기에 맞추어 움직이기.

창조적 동작에 대한 관찰기록
날짜______________
유아 (연령)

리듬에
대한
민감성

관찰자_________________
표현

신체
조절

새로운 음악에
동작
대한
창안 반응성

1. 수행할 수 없다.
2. 좋지 않은 수행을 한다.
3. 불규칙적으로 적절한 수행을 보인다.
4.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이나 지속적이지 않다.
5. 높은 수준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관찰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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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수화 기준
요소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기본 형태 직선, 대각선, 평행선이 서로 원형, 직사각형 등의 기하학
따로 존재한다.
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보다
구조를 포함하는 그림은 휘갈 정교한 형태를 조합한다.
려 낙서같이 그린다.
(scribbling). 그림을 낙서와 같
이 휘갈려 그리는 것이 일반
적이다.

기하학적인 도형이 더 이상
도형을 구성하지 않으며 윤곽
이 나타난다.
윤곽과 옆모습이 포함될수 있
다.

사람 또는 집과 같은 대상이 대상의 주요한 특성이 포함된
불완전하다(예를들어 사람을 다(예를들어 사람을 그릴 때
올챙이 같이 그린다).
팔, 다리, 눈이 포함되고 개를
그릴때는 입과 눈이 포함된
다).

보다 세분화된 특징이 나타난
다(예를들면 사람을 그릴 때
손가락
눈썹, 옷들을 그린다).

대상 내에서 또는 대상들간의
단위의 크기가 일관되지 않다
(예를들면 사람을 그릴 때 머
리를 몸보다 크게 그린다. 그
리고 아기를 엄마보다 더 크
게 그린다).

단위의 비율들이 대상 안이나
대상 간에도 일정하게 나타난
다(예를들면 손이 발보다 작
고 사람을 집보다 작게 그린
다.

색

단위의 크기 비율이 한 대상
안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만 대상들 간에는 일정하지
않다(예를들어 손을 발보다
더 크게
그린다).

그리고 있는 대상에 관계없이 적어도 두가지 이상은 현실과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데
색상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일치하는 색을 사용한다.
의도적으로 현실과 일치하는
색을 사용한다(예를들어 태양
은 노란색, 하늘은 푸른색, 잔
디는 녹색을 사용한다. 그러
나 비현실적인 색깔 사용은
매우 드물다).

공간통합 그림의 요소들이 공간에 모호
하게 떠있다. 대상들, 숫자,
특징들이 뒤죽박죽이고 전체
도화지에 널리 퍼져있다.

공간사용의 기본선에 대한 인
식이 있다(원근선, 투시선에
대한 미약한 인식) 사물과 사
람은 자주 연관되어 있지 않
거나 도화지의 특정부분 예를
들면 중심이나 한쪽 구석에
모아서 그린다.

모든 요소들이 분명한 기본선
을 나타낸다(예를들면 땅과
하늘) 대상들은 한 페이지를
전체로 해서 서로 관련지어
그린다. 위, 아래 안과 밖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다.

[그림 4] 표현 생활 영역의 평정 기준(rubrics)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의 평가도구들은 수업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적당하게 개발
될 수 있으며 수업의 과정에서 수업의 보조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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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현생활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의 개발

앞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목적, 여러 형태, 구체적인 평가 도구 등에 대한 내
용을 기초로 다음에서는 실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고찰하였다.
현재까지는 포트폴리오 평가의 실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포트폴리오 평가의 절차에 대해 정형화된 단계가 없으며 포트폴리오의 절차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작업은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어려운 일이다 지역, 유아교육기관, 교실의 상황적 맥
락에 따라 포트폴리오 개발의 절차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계
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게 때문에
그 절차를 포준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포트폴리오의 일차적인 가치는 유아들 자신의 학습 진전을 판단케하는 것이다. 포트폴리
오는 유아의 성취와 진전을 반영하는 평가로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것, 작업 제출의 기
준, 작업판단의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함에 있어 한 가지 방
식은 없으므로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양식과 설계를 취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유아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더 많은 수행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사려깊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울러 바
람직한 결과와 기대에 대한 명료화, 수행의 질에 대한 준거, 적극적인 유아의 참여를 강조
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초기에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포트
폴리오 개발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과정임을 기대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knight & Gallard, Worthen et al, 이명숙)의 보고를 종합하면, 포트
폴리오의 개발절차는 목적 및 목표의 개발, 도구의 개발,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자료의
활용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목적 및 목표의 개발 단계
이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과정 중에 어떤 목적과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려는 표현생활영역의 특성과 학습내용을 전반적으
로 확인한 후 그에 근거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포트폴리오 목표를 세운다. 포트폴리오 목
표는 다음과 같은 표현생황영역의 포괄적인 목표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설정한다.

1 ) 표현생활의 목표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에 대한 호기심, 창의적 표현 능력, 심미감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이와 같은 목표에서 표현 생활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들을 탐색함으로써 호기심을 기른다.
유아들은 탐색을 통해 자연과 주변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 조형적 형
태,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들이 지닌 예술적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탐색 활
동은 예술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과 지각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
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고 촉진해 준다.
(2)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표현활동에서 정서는 유아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인 것
에서 지속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유아가 지니는 태도와 가치도 감정에 해당된다.
정서적 측면에서 표현 생활의 목적은 , 유아가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자신감,
만족감, 즐거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여 종국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고양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적극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극놀이, 그리기, 쓰기와 같은 표상기술을 향상시키고, 호기심도 강화되어 창의적인 표현력이
증가된다.
(3) 자연과 사물 및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심미감을 기른다.
유아들은 자연이나 주위 환경, 음악, 조형, 동작, 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보고, 듣
고,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미적 체험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이나 표현
방법에 흥미를 갖고 학습하게 되어, 심미감을 개발시킬 수 있다.

2 . 도구의 개발단계
이 단계에서는 각 목표를 확인하기에 적당한 작품견본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개인별
작품견본에 필요한 평정 체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평정 체제의 타당화를 위해 다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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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과 어떻게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개발과정에서의 유아와 부모의 참여에 관해서 결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 적당한 도구가 개발되어져야 한다. 즉, 포트폴리오의 포괄적인 차원
에서의 목적과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목표를 구려하여 실제적인 평가를 언제, 어떻게, 누가
실시하며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평가 내용, 시기, 평가주체 및 평가도구 등은
일차적으로 목적 및 목표에서 제시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표현생활 영역의 내용
은 다음에 기준하여 평가한다.
구분

내용

탐색

소리 탐색하기
형태 탐색하기
움직임 탐색하기

표현

여러 가지 소리 만들기
노래부르기
리듬악기 다루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와 꾸미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감상

음악 감상하기
자연과 사물 및 조형 작품 감상하기
춤 감상하기
극놀이 감상하기
예술적 표현 존중하기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기

3 . 자료수집 단계
실시될 평가의 내용 및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수집 내용은 표현생활 영역의 내용
에 근거한다. 개발된 도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은 유아나 교사에 의해 이루
어지는 단계이다. 자료수집에 들어가지 전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작업, 작품, 정보의 종
류를 결정하고 자료수집의 빈도를 결정하며, 누가 포트폴리오를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4 . 자료의 분석 단계
표현생활 영역의 포트폴리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관해 수집된 포트폴리오를 개인

별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기대수준이나 기준에 의해 분석하는 단계이다. 학습목표에 대한
유아의 성장이나 진전이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이제 유아 각자가 또는 교사가 한 학기
동안 수집한 평가도구 및 작품, 인쇄물, 비디오 테이프 등을 모두 영역별로 정리하여 유아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후, 그 정리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평
가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과정과 경과에 대해 유아 스스로와 부모, 교사가 통찰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유아 및 교사가 탐구, 표현, 감상 활동 별 학습에 대해 평
가한 것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난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한 학기의 교수·학습과정이 거의 마무리 될 즈음에 유아들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게 한다. 즉, 한 학기동안 실시하였던 표현생활 영역의 교수·학습 내용과 유아의 참
여과정 및 성취도를 증명해 주는 각종 수집물들을 정리하게 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
들게 한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에는 포트폴리오 목차를 활용하여 탐구, 표현,감상 활동
별로 정리하여 그 수집물의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게 한다. 이 목차는 그
동안 수집한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각 유아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무엇보다 유아
들이 이 목차를 구성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자아평
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유아 각자의 기준에 의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자료를 모두 정리한 후에는 유아교사가
미리 준비한 구조화된 활동별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학기 동안의 자신의 음악학습에서의 발
전과정 및 최종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하게 한다. 유아 및 교사가 각 영역별 학습에 대
해 평가한 것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게 하는 난을 제공한다.
총괄 평가지를 완성하여 각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각 유아에게 나누어 준 후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소개하도록 과제를 준다. 이러한 과제는 유아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부모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과 발전 및 성취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아 내부에서 자신의 학습에 관한 통찰이 보다 분명
하여지고 유아와 부모와의 학습에 관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포
트폴리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학습 및 평가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차원 높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유아교사가 유아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평정기준을 사용하여 유아의 포트폴리
오를 평가했으면, 다른 교사들과 협조하여 평가점수를 같이 내어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검
증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유아의 성취도 검사와 같은 실제 성취도와 평가도구의 상관관계를
통한 기준관련 타당도 등을 사용해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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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료의 활용단계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교육평가를 통하여 학습자의
행동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해 수집된 정보는 차기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에 다시 반
영되어 교수과정과 유아의 학습을 극대화시키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평가의 본질
이 궁극적으로 유아의 학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평가의 결과가 교육의
과정에 다시 환원되어 학습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데에 근거 자료 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루어진 유아 각자의 평가결과를 유아들의 표현생활
영역에서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포트폴리오는 무엇보다도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된다.
즉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유아의 표현생활 영역에서의 진보정도와 강점 및 약점이 파악
될 수 있으므로 각 유아의 포트폴리오를 상급학년의 유아교사에게 제시하도록 다. 이
를 통해서 상급학년의 유아교사는 유아의 전 년도에서의 표현활동 내용 및 여도, 성취
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포트폴리오 평가결과는 각 유아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지도를
실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유아 개인의 표현생활 영역의 장
점이 계속 격려되고, 전 년도에서 해결되지 못한 학습상의 문제가 석되어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상급학년에서의 표현 생활 영역 활동과 연계성을 갖게 할 수 있다.
2)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를 유아교사가 실시했던 교수과정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아 교
수·학습과정에서 그 수준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표현생활 영역의 교과내용, 육
프로그램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학습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포트폴리오 평
가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3)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학습활동에 관한 효과적인 의사전
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습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유아의 학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물을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내용
을 학부모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아의 학습에 관한 보가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달됨으로써 유아의 학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즉, 진단과 정치(placement) 유아의 피이드백, 유아의 개인별 표현생활 영역의 학습 진

보 관리, 다른 교사와의 의사소통, 부모참여,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피이드백 점검에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데에 표준화된 단계를 정할 수는 없으나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각 상황에 맞게 그 개발의 과정과 각 과정에서 수행할 과제를 구체적
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유아의 학습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
로 수집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Ⅳ. 표현생활영역의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논의

여러 연구들(Dais, 1993 ; Wiggins, 1992 ; Wolf, 1991)에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으로 수
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포트폴리오 평가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평가의 개발과 적용이 유아
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교사의 수업 실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실 수업의 방식에 대해 상당
한 변화와 유아에 대한 교사의 기대에 끼친 영향(유아의 수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고와
문제 해결의 기대)도 제시되었다.
표현생활 영역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평가는 전통적인 교사 평가 과정에 반해 교수의 인
지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교수 활동을 유아들이 결과와 분명히 연결 지우고, 교사
들 사이의 풍부하고 지적인 대화를 자극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유아 학습에 직접 관련된 교
수 수월성의 기준을 내면화하게 한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아 학습 평가에서
포트폴리오 활동이 유아의 성숙과 학습동기, 증진, 평가과정을 의미있게 함, 학습증진, 학습
목표의 반영, 그리고 실생활 경험에의 유용성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생활 영역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평가가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교수,
그리고 유아 학습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행을 주지만,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은 특히 교사에게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포트폴리오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점수화, 시간제약, 교사의 저항, 비용 등의 문제점등이다. 즉, 교사와 유아가 새로운 평가의
실제를 배우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이해하고, 유아들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
하는지를 돕고, 포트폴리오 과제를 개발하고, 유아 작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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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수업과 평가 실제를 고려하고 조정하는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게된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수업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내용을 평가하는데 한 달 17 시간이 요구된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지만, 서류철에 포함되어야 할 포트폴리오 과제의 수와
과제영역의 평가는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점이다. 따라서 포트폴
리오 평가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평가가 주는 장점이 현실적인 문제
와 고통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유아들의
표현생활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평가 방법이라면, 교사들이 그 과
정을 수용토록 돕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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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hild's Portfolios in Expressive areas

Le e , Soo k He e
Le e , Ju Lie

Portfolios offer another method of documenting children s efforts, strengths, progress, and
achivements in expressive areas. Unlike standardized assessments that focus on a child s
performance on a single occasion, portfolios can capture the evolution of a child s abilities over
the course of the year. Portfolios can take their shape from the student s own investigations- as
manifested by artwork, poems, journal entries, data-recording sheets, clay structures, or other
products- and thus provide a revealing portrait of the child as learner. Portfolios also can be
used to involve children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judging the quality of their work.
Collecting two kinds of work in a child s portfolio(core items and other items) is
recommended. Core items are examples of work that was performed by all the children on
several different occasions and that represent several different domains. These items are collected
at least three items over the course of the school year and can provide a basis for making group
comparisons of quality of performance as well as tracing individual progress. Other items include
two or three additional work samples in one or more domains. These samples can be different
for each child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keep track of the idiosyncratic preferences and
abilities that individual children demonstrate.
Several schematic portfolios outlines were illustrated for use in classrooms. The key to making
portfolios work rests in learning how to adapt the portfolio to varying age, motivational, and
ability levels of students. Portfolios offer teachers and students numerous benefits. They document
students growth, change, and risk taking, and they can be adapted to any grade or motivational
level. They provide both a wide-angle and narrow-angle of the stu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