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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초등학교의 포트폴리오 탐색1)

-초등수학을 중심으로-

최 창 우 (대구교육대학교)

전통적 평가 관에 대한 그릇된 점을 올바르게 하기위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대안적인 평가로서의 포트폴리오가 초

등학교에 소개 된지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현장교사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 실행되고 있

는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실제사례들을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어떤 점에서 다르며 또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I. 머리말

  

90년대 중반쯤 우리나라에 포트폴리오(portfolio)란

용어가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너나없

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

면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까? 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일선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

장하였고 또한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오늘날까지 이를

활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의 포트

폴리오는 외국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는 열린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열린교육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이것 이외

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향

을 불러 일으켰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반짝 일어났던

교육사조 쯤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

다.

필자가 보기에 어느 것이나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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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이나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의식이 뒷받침 되

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안들이지만 쉽게 토착화 되

기란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포트

폴리오의 전반적인 경향과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찰,

기록물 수집, 비디오촬영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

으로 뉴질랜드의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포트폴

리오의 구성과 실제 사례들을 탐색해 봄으로서 우리나

라 초등학교의 교사 및 교육연구자들에게 포트폴리오

가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Ⅱ. 이론적 탐색

  

1. 포트폴리오의 의미

포트폴리오란 원래 폴더나 휴대용 상자 속에 보관

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특수한 공무

를 맡은 사람이 수행하고 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하였다.

경제계에서는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이나

여타의 투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예술, 사진, 건축 등과 같은 전문 직업에서는 그들이

가장 잘한 것을 모아 놓은 자료집을 의미한다(김송자,

2001, 재인용).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포트폴리

오는 단지 최고의 작품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학생

의 학습상황에서 다양한 관심(학생의 학습, 성장, 발달)

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는 학생의 작품, 수행결과, 기록

물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즉, 포트폴리오 평가란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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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적 능력을 보다 폭넓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포

트폴리오에는 실험 보고서나 그림, 설명, 사진, 녹화 및

녹음 자료, 신문 스크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가 포트폴리오를 매

개로 하여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피드백

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변화, 발달 과정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

인 평가를 강조하는 수행평가의 일종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자신의 변화과정

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 성실성 여부, 잠

재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

들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된 채점 기준안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

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일선현장의 교사들에게 서

서히 알려지게 된 시점은 90년대 초반이었다. 그 이후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김상돈,

1995; 조한무, 1997; 최영실, 1998; 한만금, 1998;김수환,

1999; 한세란, 1999;정영옥, 1999; 박미숙 류희찬, 2001;

김송자, 2001; 이명희 송상헌, 2002; 최창우, 2008, 재인

용).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국내에서의 포

트폴리오 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평가도구 개발이나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제 교과에 어떻게 도입 혹은 적

용하느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 김

수환(1998)은 실제 수업과의 연계측면에서 수학 포트

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러

나 외국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여 활용하는

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최창우, 2008). 따라서 이 글

에서는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포트폴리오 평가의 실제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

는지 또한 실제 현장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에게

포트폴리오의 올바른 활용법을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의 근본적인 차

이점은 무엇인지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Ⅲ. 한국과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의 포

트폴리오

1.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포트폴리오2)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학기 초에 과목별

로 수행평가 문제 및 내용을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다.

결재내용은 과목별로 5∼7개정도의 내용을 선정하고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기준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평가는 다른 업무 및 행사관계로 평가시

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학기말에 주로 평가를 실시한

다. 수업중의 결과물은 파일에 차곡차곡 모아두며 이

것을 보고 평가계획과 관련 있는 평가는 대신하는 경

우도 있다.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실을 보면 파일꽂이나 책꽂이

에 학생 수 만큼의 파일이 배열되어 있다. ‘사랑으로

함께 하는 ◯◯◯ ’, ‘꿈을 키워요.’, ‘보물들의 활동’ 과

같이 교사가 만들어준 타이틀을 파일에서 흔히 볼 수

있다(최창우, 2008). 이것은 대부분의 학급에서 포트폴

리오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용 구성은 어떠

하고, 구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의 여러 과

목 중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가 포트폴리오 활동을

가장 하기 쉬운 과목으로 여기는 것은 미술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미술은 그 시간에 만드는 작품

의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완성된 작품을 폴더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작 과정조차 기록하지 않

고 완성 작품만을 모으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허

다하다.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주로 공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파일을 만들어 활동을 채워나가는 것은 다소

어색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 현장학교의 모습

2)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 실태는

교과서가 따로 있으므로 외국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

여주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아래에서는 수학교과에

서의 몇 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전반적인 경향만 개략적으

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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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더구나 외국에서처럼 중점 요소를 정해 과목별

로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것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폴더를 다

준비한다는 것도 다소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다. 그래

서인지 주로 A3 파일과 A4 파일3)을 준비하여 하나는

도화지로 활동해도 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보통의 종이 크기의 활동 결과물을 모을 수 있는 활동

철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평상시의

수업에서 보면 활동철에는 주로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활동지, 평가지 등을 있는 그대로 철해 놓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관한 일반적인 실상이다.

2.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수학포트폴리오의 내용

물과 사례

∙ 단순한 계산만이 아닌 독창적인 과정을 보여주

는 해결책

∙ 쪽지시험

∙ 수학을 사용한 다른 교과학습에서 한 작업

∙ 교사로부터 받은 평가표

∙ 해답유무에 관계없이 학생이 만든 문제

∙ 전개도, 측도와 같은 학생이 만든 결과물

∙ 자기반성 평가지

∙ 학생의 일기에서 발췌한 것

∙ 교사와 학생의 인터뷰에서 나온 메모

∙ 복잡한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과 그 결과(글, 도

식, 그래프, 도표 등)

∙ 학생의 잘못한 답이나 착각을 교정한 것을 볼

수 있는 시험지

∙ 자료나 모형을 조작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 수학적 개념이나 관련성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

주는 학생의 활동에 대한 교사기록

위와 같은 내용물들이 수학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일선 현장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시되는

3) A3 크기의 파일에는 주로 미술작품이나 큰 종이에 한 활

동들을 모으고 A4 크기의 파일에는 학습지나 수업 중간에

쓰였던 보고서 등을 주로 철해 놓는다. 그러나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부수적인 활동을 준비하지 않

는 교사의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파일철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아래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항목 중 우리나라 현장 학교의 실제 포트폴리오에 들

어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1) 신문을 활용한 대칭 모양 만들기 결과물

<그림 1> 학생이 만든 결과물

2)수학의 특정한 개념에 관한 쓰기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덧셈이란 무엇인가?

덧셈이란 어떤 것이 여기 있는데 다시 어떤 것을 더

가져 와서 한데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나무에 비둘기가 3마리 앉아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5마리가 더 날아왔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모두 8

마리가 되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3 +5 = 8 이 된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 있던 3마리가 날아가고 없

었다. 그래서 5마리가 남아있었다. 이것은 8에서 3을 덜

어내면 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하중략)

<그림 2> 쓰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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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만들기

다슬이가 만든 문제를 솔이가 풀었다. 다슬이의 문

제를 잘 읽고 해석하여 솔이가 풀고 나서 서로 자신

의 의견을 적었다. 솔이도 다슬이도 모두 문제가 쉬

웠다고 한다. 의사소통이 잘된 학습이었다.

<그림 3> 문제 만들기 결과물

4) 자기반성평가지

<표 1> 수학에 대한 나의 생각

4학년 1 반 19 번 이름 손 ◯ ◯

날짜 2012. 4. 27

가장 알맞은 곳에 ○표 하세요. 예 보통 아니오

1. 나는 수학 시간이 즐겁다. 0

2. 나는 짝 또는 모둠과 같이 수학 공

부하는 것이 좋다. 0

3. 나는 혼자 수학하는 것이 좋다. 0

4. 나는 수학 문제 풀기를 좋아한다.
0

5. 나는 집에서 수학 숙제하는 것을 좋

아한다.
0

6. 수학에서 내가 잘하는 것은? ( 계산 )

7. 내가 수학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것은? ( 암산 )

8. 내가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 식 세우기 )

여러분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세요

①나는 수

학을 아주

못한다

( )

②나는 수

학을 조금

못한다

( )

③보통이

다( 0 )
④나는 수

학을 잘한

다( )

④나는 수학을

아주 잘한다

( )

3. 현장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포트폴리오

아래의 내용은 본교 대학원 계절제에 재학 중인 현

장교사들에게 초등학교에서 포트폴리오 실시와 관련한

과제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생각을 소개하였다.

1) 교사 A

초등수학의 포트폴리오는 선다형이나 단답형의 지

필 고사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고차적인

사고능력과 적용능력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얻음으로

써 균형 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수학 수업을 개

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수업의 개

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수학적 수행능력을 개선하

기 위한 것이다. 수학에서 중요한 수업 목표는 학생들

이 강력한 문제해결 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핵

심적인 개념을 발달시키고 이를 수학 내적, 외적으로

적용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수학의 언어를 효과적

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들은 수학과 포트

폴리오를 통해서 문제해결에서 다양한 방법의 사용,

적절한 문맥에서 여러 개념의 효율적 사용, 언어, 그림,

도표 및 도해를 사용한 명확한 의사소통, 적절한 추론

능력 및 적절한 도구의 사용 등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 및

소집단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능력, 인내심, 호기심,

창의성 등의 정의적 영역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도 있다.

2) 교사 B

우리 반 아이들은 각각 파일 통 안에 A3크기의 파

일 하나, A4크기의 파일 하나 총 2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사물함 위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데

각 파일의 제목들은 학기 초에 아이들과 함께 정하였

다. A3크기의 파일에는 주로 미술작품이나 큰 종이에

한 활동들을 모으고 A4크기의 파일에는 학습지나 수

업 중간에 쓰였던 보고서 등이 들어간다. 솔직히 말해

우리 교실의 포트폴리오는 수업시간의 활동물 모음집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를 하나의 짜여진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과목

마다 파일 철을 만들어서 수업에 쓰였던 것들을 수집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보느냐 아니면 단지 수업

중간 중간 쓰였던 결과물 철이라고 보느냐의 시각차이

다. 일선초등학교에서 연간교육과정 계획이 매년 학기

초에 짜여 지지만 수업시간에 어떤 것을 도입하는지는

담임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포트폴리오 탐색 239

다.

우리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두 크기의 파일 철은

일반적인 교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준비했느냐의 답과 동일하다. 파일 철을 사용

하지도 않는 반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부수적인 활동을 준비하

지 않는 교사의 반이라 생각되어진다. 너무 극단적인

결론인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

정교과서의 운영과 수업과 상관없는 업무 이 두 가지

라고 생각한다. 전국 학교의 연간교육과정 계획을 갖

다놓으면 큰 틀은 모두 같다. 그렇다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큰 틀 안에서 학교단위로, 동학년 단위로 협의하여 다

양한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기간이 만들

어졌으면 한다. 아이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일연의

활동을 구상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분위기는 공문처리

하며 ‘이걸 내가 왜하나’라는 분위기와는 아주 다를 것

이라고 확신한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문제점이다. 연간교육과정 계획 또한 연구부장님과 동

학년에서 한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짜야 하

는 하나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짜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 ‘전문적인 일’

로 바뀌어 선생님들의 열정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외국의 수업환경을 들으면 때로는 부럽고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기 전

에 활동위주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열

심히 충족시켜주어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하였다. 교구

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만들어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간접경험이라도 열심히 시켜 주고, 보조교사

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두 배로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이들은 교사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떠올려본다.

(해석)우리나라는 국정 교과서가 따로 있으므로 외

국과 같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

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사전에 계획하지 않는다. 또

한 수학교과의 경우 주로 공책 혹은 익힘책을 활용하

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을 만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의 수업에서 보면 활동철에는 주로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활동지, 쪽지시험을 포함한 평가지 등을 있

는 그대로 하나씩 모아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장

학교의 모습이다.

4.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의 포트폴리오

아래의 사례들은 최근 학기 14)과 학기 3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에 있는 Kohia Terrace Primary School Y

학년 65) 과 Dominion Road Primary School 학년 4

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의 실제사례를 우

리나라의 현장교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주석을

달고 재구성한 것이며 주어진 목차의 구성6)에 나타난

주제에 따라 어떻게 세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수업 중

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 Kohia Terrace Primary School 학기 1의 목록

∙읽기

∙정보 찾기

∙듣기 시험

∙수학

∙방향 탐지학습

∙알파벳공부

∙수학암호해독하기

∙사라진 글자 찾기(Missing Letters)

∙서적탐구

∙총괄자기평가(Summative Self Assessment)

∙미래에 대한 생각

∙시간표를 활용한 수학공부

나. 학기 1의 목록에 따른 실제 사례

4) 뉴질랜드 초등학교는 1년을 크게 2학기로 나누는 것은 우

리와 같으나 한 학기 안에 2개의 소 학기(term)를 두어 1

년을 총 4개의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

면상 학기1 과 학기3의 2개의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5) 학년 6은 우리나라의 5학년, 학년 4는 우리나라의 3학년에

해당함.

6) 뉴질랜드는 우리와 달리 국정교과서가 따로 없으므로 주

어진 목차의 구성은 교사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번학기

에 다루고자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인터넷이나 각종 교재

등의 자료로부터 발췌하여 나름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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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표 2> 읽기 목록

첫 번째 학기의 나의 읽기 목록

연

번
대출일 반납일 제목 저자 읽기수준

1 5/2/10 11/2/10
Merimaid

and chips

Mary

Hoffman
아

주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2 15/2/10 17/2/10

Ricky

Ricotta's

Giant Robot

Dav

Pilkey

3 18/2/10 24/2/10
Talent

Showdown

Tracey

West

4 ⋯ ⋯ ⋯ ⋯

5 ⋯ ⋯ ⋯ ⋯

(해석) 각 학기마다 위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자신이

읽은 책을 기록하고 자기 스스로 읽기에 관한 수준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종의 자기평가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수업에 자기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대안평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

통적인 평가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자이자 동시에 자기반성을 하는 평가자

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보 찾기 이름

<그림 4> 그림에서 정보 찾기

(가)위의 그림을 보고 답에 동그라미를 한 다음 그

이유를 적어보시오.

① 학교는 금세기(this century)에 설립되었다

② 학교는 지난세기(last century)에 설립되었다

이유(Reason);

① 학교는 시골에 있다.

② 학교는 도시에 있다.

이유;

① 학생들은 모두 걸어서 학교에 간다.

② 학생들은 걸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유;

(나) 자음과 ‘y’ 로 끝나는 명사(noun)의 복수

(plural)를 만들기 위하여, 이를테면 country인 경우

‘y’ 를 없애고 ‘ies’ 를 붙여준다. 즉, countries 와 같이

해주면 된다. 모음과 ‘y’ 로 끝나는 명사인 kidney 같

은 경우는 간단히 ‘s’만 첨가하여 kidneys와 같이 해주

면 된다. 아래의 명사들을 복수로 만들어 보시오.

① fly.................. ② city...................

③ holiday................... ④ diary..................

(해석) 위의 정보 찾기 이름의 첫 번째 문제에서 보

듯이 제시된 그림 속에서 정보를 찾아 학습자가 스스

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수학

(가) 7, 8 그리고 9를 인수로 갖는 아래의 수 패턴

을 완성해 보시오.

× 2 5 0 7 3

7

8

9

× 4 1 6 8 5

7

8

9

(나) 아래 문장이 참이 되게 ≺ , ≻ 혹은 = 를

◯ 에 넣으시오.

① 6 × 8 ◯ 5 × 9 ② 8 × 7 ◯ 9 × 6

③ 8 × 0 ◯ 7 × 0 ④ 7 × 8 ◯ 8 × 6

(다) 아래 각각에 대하여 올바른 연산기호를 넣어보

시오

① 6 □ 4 = 2 ② 8 □ 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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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8 □ 9 = 17 ④ 30 □ 6 = 5

(라) 아래 수 패턴을 완성하여 보시오

① 1, 1, 2, 3, 5, 8, , ,

② 1, 4, 2, 4, 3, 4, , ,

(마) 곱셈에 관한 지식을 사용하여 아래 빈칸을 채

워 보시오.

① 42 × 1 = 2 ×

② 9 × 8 = × 6

③ 10 × = 4 × 20

④ 2 × 12 = 4 ×

(해석)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수와 연산,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년 6은 우리나라의 5학년

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다소 수준이 낮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연산기호를 넣어보는 문제나 수

패턴을 완성하는 문제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식을 주고 답을 쓰는 문제나 숫자나 사물을 나열해 놓

고 패턴을 찾는 형태인데 반해 제시되는 문제 상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라면 아

직도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마나 빨리

틀리지 않고 답을 내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뉴질랜

드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학습

자가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 수업 환경임을 느낄 수

있었다.

(7) 수학 속에 숨겨진 메시지 찾기

Melanie는 동굴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아래와 같은

숫자코드를 발견했다:

0 16 18 24 30 32 35 36 40 42

A B E F H I L M N O

45 48 49 54 56 64 72 81

P R S T U W Y Z

이 숫자코드를 사용하여 아래 메시지를 읽어 보시

오.

4×8 6×4 9×8 6×7 7×8

6×6 8×7 7×5 9×6 8×4 9×5 5×7 8×9

3×0 8×5 8×7 9×4 4×4 9×2 8×6

8×2 9×8 9×9 2×9 6×8 7×6

6×9 5×6 6×3

0×9 5×8 7×7 8×8 3×6 8×6

8×8 8×4 7×5 5×7 2×8 9×2

9×9 3×6 8×6 6×7

(해석) 이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초등수학의 정규교

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영재교육의 수학퍼

즐 등에서 문자 또는 기호가 나타내는 암호 찾기 형태

의 문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초등수학에서

는 이를 정규수업에서 취급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곱셈

을 하여 답을 찾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

어보도록 하여 학습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시간표를 활용한 수학공부

아래의 시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 보시오

<표 3> Alan의 하루일과

Alan의 학교생활

오전

7.15 기상

8.00 학교로 출발

8.13 학교도착

8.55 휴식

9.00 수업시작

10.30 오전휴식

10.45 수업

오후

12.15 점심시간

1.15 수업시작

2.15 오후휴식

2.30 수업

3.30 퇴교

3.50 집에 도착

9.15 취침

(가) 점심시간은 ......... 분간이다.

(나) 아침휴식시간은 ......... 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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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침조회시간은.........분간 주어진다.

(라) 오후 수업은 총 ......... 시간이다.

(마) 오전 수업은 총 .........시간이다.

(바) Alan은 오후에 집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이 .......분 덜 걸렸다.

(사) 그는 수업이 시작되기 몇........ 분전 학교에 도

착했다.

(아) 시간표에서 세 번의 휴식시간은 총 ........분이다.

(자) 시간표에서 총 수업 시간은 ........분이다.

(차) Alan은 ....... 시간 잠을 잤다.

(해석) 우리나라의 현행 초등수학교과서에도 1학년

에서 시각읽기, 2학년에서 시각과 시간, 3학년에서 시

간의 덧셈과 뺄셈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1학년

의 시각읽기에서는 주로 몇 시와 몇 시 30분에 대한

시각을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방법은 시계를 보고 시각

을 말하거나 학습자가 시각을 모형시계에 나타내어 보

는 활동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포트폴

리오에서는 몇 시와 몇 시 30분에 대한 시각은 물론이

고 자연스런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 시간표를 활용한

시간의 개념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학년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데 반해 뉴질랜드는 우리

의 5학년에 해당하는 학년6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도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교과

서가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다. Dominion Road Primary School 학기 3의 목록

∙ 포트폴리오 평가 및 포트폴리오 쓰기에 관하여

∙ 성취목표

∙ 개인 및 사회적인 기능 개발

∙ 학생들의 활동 사례

∙ 가정에서 학교로

라. 학기 3의 목록에 따른 실제 사례

(1)포트폴리오 평가 및 포트폴리오 쓰기

(가)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의 목적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는 연중 여러분 자

녀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

를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습의 평가에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를 다 관여

하게 한다.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자녀들의

학습목표, 태도, 기능발달 그리고 성취목표 등을 기록

하게 한다.

∙학습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나)포트폴리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 포트폴리오 속에는 선택된 7개의 필수적인 학습

영역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 사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 학기 3 의 핵심내용

학습 영역 학기 3

영어 독해력 활동

영어 쓰기의 예

영어 받아쓰기 과제

영어 말하기

영어 시각적 언어

수학 통합학습

미술 시각적 그림의 예

사회 주제중심 학습의 예

체육 기능에 관한 자기평가 및 교사평가

학생들이 목표를 정해서 나중에 스스로 자신의 수

행결과를 평가하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여러

분 자녀들의 목표도 이 포트폴리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학생들의 학습활동 샘플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학생들의 학습활동 샘플들은 특정한 기간에 학생들

이 이루어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포트폴리오의

기간은 학기 3입니다.

학생들의 모든 학습활동 샘플들은 날짜, 평가과제에

대한 설명, 학습결과에 대한 주석이 달려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을 평가하기위해 교사가 사용한 준거는 등

급별 평가척도(rating scale)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과

제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작품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사의 일화적인 코멘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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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급별 평가척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샘플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교사는 성취수준에 도달

했는가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학생들의 작

품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한다. Dominion Road

Primary School에서는 학습의 발달 성격을 반영하는

아래와 같은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초보적 수준 보통 수준 목표 도달

(마) 포트폴리오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포트폴리오는 매 학기 마다 토론을 위해 각 가

정의 부모에게 사전에 보내어지며 연말에는 여러분 자

녀들의 발달 정도에 따른 총괄평가와 함께 보낸다.

이 자료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가장 중요한 발달

영역에 초점을 둔 학부모/교사/아동 간의 만남에서의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자

녀와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부

모님의 의견을 써는 난에 답 글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

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로부터 얻은 정보는 표준화 검사 및

비형식적 평가의 결과와 함께 연중 교사가 아이들 개

개인의 요구를 확인하고 또한 응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사용될 것이다.

(해석) 학기 3에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의 목적,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평가되는지, 평가척도

는 어떻게 등급을 매기는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

였으며 학습영역에서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강조

되고 있는 통합교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취목표

각 교육과정 영역-영어, 과학, 테크놀로지, 사회, 체

육 그리고 수학에서의 성취 수준이 8개의 단계적인 수

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모든 학습자의 학습발달 및 발달속도는 모두가 서

로 다르다. 또한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라고해서 모든

교육과정을 초월하여 같은 성취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은 학교에서의 성취수준과 학년간의 일

반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뉴질랜드 초․중․고 학교에서의

학년과 각 수준간의 관계7)

(해석) 이 수준들이 그림에서 보면 마치 누가 빨리

뛰어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다리의 발판이나

계단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또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통과해야하는 허

들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단지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성취 정도를 명쾌하게

학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성취수준이 수준별로 상당부분 겹쳐있고 학년별 연계

성을 고려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보다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

는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로 가면서 급격한 비약과 단절이 있는 한국의 성

취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생들의 활동사례

(가) 구술 평가(Oral Language Assessment)

이름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

성취목표: 3수준

텍스트를 사용하여 말하기: 다양한 장르로부터의 텍

7) <그림 5>에서 아래 줄의 학년표시인 J1, J2, …, F7 등은

뉴질랜드의 구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지금은 위의 줄에

있는 Y1, Y2, …, Y13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운데에 있는

8단계는 교육과정의 각 영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

(level)을 나타낸다(Ministry of Education, 2008, p.17, 최창

우,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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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말 하고, 암송하고, 큰소리

로 읽고,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전달하기 등

<표 5> 구술평가 체크리스트

학습 결과
초보적

수준

보통

수준

목표

달성

준비한 말을 자신있게 전

달하기
✓

적절한 톤과 속도를 사용

하여 분명하게 말하기
✓

청중을 끌어들이는 능력 ✓
편안한 자세로 눈을 청중

과 마주하기
✓

코멘트

처음 하는 것으로는 아주 잘 하였음. 계속 연습하고 경

험을 쌓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 수학평가

이름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

성취목표

수(Number): 3수준

수 계산과 어림 및 도형에 대한 탐구

<표 6>수학평가 체크리스트

학습 결과
초 보 적

수준

보통 수

준

목표 달

성

임의의 범자연수에 대한 자리

값의 의미 설명하기
✓

소수 둘째자리까지 수의 자리

값의 의미 설명하기
✓

분수 및 소수의 양과 관련되

는 문제해결하기
✓

현명한 어림하기 ✓
도형들의 연관성 찾기 ✓
코멘트

수학평가--수(Number)

1. 아래에서 숫자 6의 자리와 그 값은 ?

A: 657 B:458.26 C:677392

2. 아래에 있는 수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순서대

로 놓아보시오

63.8, 68.3, 68.38, 67, 67.5

3. 아래의 자리 값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소수 둘째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를 만들어 보시오.

1, 3, 5, 7, 4, 2

4. 원영이는 400달러 하는 텔레비전 세트를 사려고 한

다. 매주 6.50달러씩 일년동안 저축한다면 얼마 저축

을 더 하여야 할까 ?

5. 학교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입장할 수 있는 1384장

의 표가 팔렸다. 1272명의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 있다

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와야 할까?

6. 멀리뛰기 시합에서 재헌이는 3.39m, 용택이는

3.417m 그리고 상우는 3.5m를 뛰었다면 1등, 2등, 3등

은 각각 누가 차지했을까요?

7. 아래 각 분수들의 동치분수(equivalent fractions)를

쓰시오.

① 1/2 ② 1/8 ③ 5/8 ④ 3/4 ⑤ 1/3

8. 아래 분수를 소수로 고쳐보시오.

① 1/3 ② 2/5 ③ 50/100 ④ 7/10

9. 아래 소수를 분수로 고쳐보시오.

① 0.6 ② 0.75 ③ 0.9 ④ 0.80 ⑤ 0.25

10. 다음 중에 어느 것이 48 × 21에 가장 가까운 답

인가?

① 100 ② 500 ③ 700 ④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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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의 위쪽에 있는 두 도형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도 위

쪽에 있는 도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도형들을

찾아보시오.

 = 

 =    

① ② ③

(다) 자기반성(Self-Reflection) 및 목표설정(Goal

Setting)

<표 7> 학생들의 자기반성

내가 잘한 것은 ~ 이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 이다.

다음 학기 Term4 의 목표:

1.

2.

학생 사인

학부모 사인

담임교사 사인

(해석) 구술평가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말하기는 우

리나라의 교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좀 색다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수학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3학

년에서 분모가 10인 여러 가지 분수를 활용하여 소수

를 처음 도입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소수 둘째자리까

지 수의 자릿값의 의미 설명하기, 소수를 분수로 분수

를 소수로 고치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뉴질

랜드의 초등수학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림을

실제수업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각 활동사례에서 보듯이 교육과

정의 수준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는 다른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학기를 마칠 무렵

에는 자기반성과 다음 학기에 대한 목표설정 등이 들

어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우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트폴

리오의 실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제나 학습지, 쪽지시험, 학생들에 의

해 만들어지는 각종 작품 등을 그때그때 생길 때 마다

철해 놓는 것쯤으로 많은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본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포트폴

리오의 첫 머리에는 포트폴리오의 목적,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샘플들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등급별 평가척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포트

폴리오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같은 전반

적인 포트폴리오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

하고 있다.

둘째, 뉴질랜드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8)는 있으나 우

리와 같은 국정교과서가 따로 없으며 포트폴리오의 목

차에 명시된 학습주제는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텍스

트 및 자료나 인터넷 등에서 발췌하여 교사의 자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수학의 측면에서 보면 수학

의 특성중의 하나인 계통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큼

8) 뉴질랜드의 초등학교에서 우리의 교과서를 대신하여 사용

되고 있는 텍스트 및 자료(Resources)들을 열거하여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Beginning School Mathematics, Numeracy Development

Project, Pearson Series, Mathematics Matters, National

Curriculum Mathematics, Rigby Mathematics, Figure it

out, Connect 3, School Mathematics Class Sets, Math

Development Bond Certificate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탤

릭체로 표시된 것은 자료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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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학습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셋째,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가를 계획하여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과 아울러 목

차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수업시간에 그에 따른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과정 영역과 관련한 각 성취수준을 명확

히 나타내어주고 있어 학부모가 각 영역별로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실제 학생들의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그 자체가 학습자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평가의 측면에서는 필요에 따라 학습자 스

스로 자기평가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선현장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뉴질랜드에서

는 포트폴리오가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성,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가

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찬되었으나 실제 수업 현장이

나 활동상황에서는 교육과정과 차시수업내용 혹은 활

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학습목표의 도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내용은 학습자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때로는 학습활동의 주제에 따

라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통합교과적인 접근방법을 시

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포트폴리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제나 학

습지, 쪽지시험,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종 작품

등을 그때그때 생길 때 마다 철해 놓는 것쯤으로 활용

되기 보다는 실제 포트폴리오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결과위주의 평가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습자의 학습활동 과정 중심으로의 평가방

향으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는 곧 성적을 내기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히 초

등학교에서는 점수로 산출되지 않는 수행평가는 아무

런 의미가 없는 평가로 치부되기 쉬우나 뉴질랜드 초

등학교의 포트폴리오 사례로부터 기존의 이러한 평가

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여섯째, 모든 학교 모든 교과목에서 일정 비율 이상

수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기 보다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이나 여건에 맞게 담당교사가 자율적으로 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일곱째, 뉴질랜드와 같이 진정한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려면 보조교사의 지원 등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강구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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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 long time introduced portfolios as a new  alternative assess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to make the wrong aspect of assessment into right aspect one in the traditional 
assessment. But many teachers seem to have not enough understanding of portfolios. Taking into 
account of thi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what kind of suggestive 
points to give us and what 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with the portfolios we have already 
known by making an observation of consist of portfolios and cases carried out in new zealand 
elementary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