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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리더십강의에서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정애

들의 학습 활동을 전 시간에 걸쳐 수집하고 평가하는 혁신적

서론

인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자기 성찰(self-reflection), 성과중심 교육(outcome최근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통해

based education) 등이 강조되고 있는 의학교육의 특성상 의

사고하는 능력,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 윤리적

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

결단을 내리는 능력,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할 줄 아는 능력,

으로 한 리더십강의에서 실제로 실행했던 포트폴리오 평가에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관리 능력 등 총체적인 고등사고 능력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과 판단력을 가르쳐야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도 교육성과(outcome)에 관한 수행 중심 평가에 관

1. 포트폴리오의 의미

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행평가는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정보

포트폴리오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분석과 사고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교

다. 포트포리오의 개념, 형태, 내용은 특정 목적에 따라 다양

사의 기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하다. Tierney et al. [2]은 포트폴리오를 “성취, 노력, 향상,

다양한 학습양식과 관심 및 실제 생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과정들을 선택, 비교, 공유, 자기평가, 목표 설정 등을 검토하

학생의 수행평가를 하는 데 대표적인 기법 중의 하나가 포트

기 위한 모음으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평가 수단”이라고 하였

폴리오를 이용한 평가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전문직 교

다. 또한 Cho [3]는 “장시간에 걸쳐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지

육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속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모음집인데 이

다[1]. 포트폴리오 평가는 보편적인 평가방식과는 달리 학생

모음집은 학생들의 목표, 반성적 진술, 교사 학생의 의견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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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

2）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반성적인 사고를 높인다.

여, 학생들의 자기반성의 증거, 선정 기준, 장점을 판단하는

3) 자신의 평가와 자신의 목표 설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포트폴리오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는 학습상황이나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

4) 교수와 학생, 학생 동료들 간 협력하는 평가이다.

행평가 과제물이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습과정에

5) 체계적인 평가로 인해 향상, 노력 그리고 성취에 초점을

서의 생산물의 모음집인데, 단지 하나의 결과물로서만 이해

맞춘다.

해서는 안 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6) 수행중심의 수업을 촉진한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평가기준 및 채점의 어려움으로 신뢰도

포트폴리오는 평가전략인 동시에 역동적인 수업전략이기

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훈련이 요구되며, 평가시행과 학생들

도 하다.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의 수행

과의 접촉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학생들의 자료선택

과제에 대한 성취, 장단점, 개선점, 문제해결능력 등을 스스로

에 일반화 가능성이 크다 등의 문제가 있다.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등급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자
료 수집에 더 유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는 우연히

3. 의예과 리더십교육에서 포트폴리오의 평가 경험

수집된 자료를 성찰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포트폴리오 평가의 절차를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

잘 조직된 의미 있는 자료 수집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측

은 포트폴리오 평가가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 및 방법을 쉽게

정이 어려운 행동 능력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제상황

개념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포트폴리오 평가방

평가(authentic assessment)와 수행평가(performance as-

법이 존재하기 어려우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sessment)를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평

2. 포트폴리오 평가의 목적

가 과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교육에서 적용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학습 성장과정 평가(formative

한 포트폴리오 평가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ssessment)와 성과 평가(summative assessment)를 하는 목

1) 포트폴리오의 평가 계획: McMillan [6]의 평가준비에서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또한 더욱 중요한 목적은 자기 평

의 중요 사항들을 참조하여 학습 목표가 명확한가, 포트폴리

가에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활동

오 활용 목적이 명확한가,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분

에 책임을 갖게 하고 소유의식, 자긍심, 자아존중을 격려하게

한 이해로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가 등 철저한 사전 평가

하는 것이다[4]. 즉,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통해

준비를 하였다.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 성

2) 포트폴리오의 내용물: 개인의 학습 성과의 성취에 대한

실성 여부, 잠재 가능성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5]. 물론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되,

교사들도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학습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선택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내용물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따라서 포트폴리오 평가는 단편적인 일회적 평가가 아니며, 학

스스로의 학습 과정과 내용 완성을 체크할 수 있게 하였다.

생 개개인의 변화,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holistic

a. 필수 내용: 학습 목표지, 수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강의

assessment)하기 위하여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하

안 및 체크리스트, 팀 활동 보고서(Appendix 1의 양식 1은

는 것으로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기법 중의 하나이다.

팀 활동 및 토의 기록, 양식 2는 팀 활동에 대한 개인 성찰),

포트폴리오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내용 영역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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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활동 수행지, 주제별 강의 후 자기 반성지 및 소감록 등

b. 선택 내용: 팀별 독서토론(리더십 관련 책) 보고서, 팀
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보고서, 각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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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검색 및 정리(책, 논문, 신문, 사진 등), 각 강의 주제와 관
련된 개인 활동(독후감, 에세이, 일화 기록지, 영화감상 등)

3) 평가 실행: Choi [7]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Appendix
2와 같이 평가 기준 및 채점기준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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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4) 평가 피드백: 중간고사 기간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내용 체크리스트(Appendix 3)에 미비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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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Forms for Team Activity Report and Reflection
Form 1. Team activity report
ச୪
ࢂ୪ැէଡࢺ࣑
ֻࠄ֜নଭલ්ंۡ
ࠤ۳

নࡣ
ଲࠝ

֜ন

ഠଭߧ׆

Form 2. Reflection after team activity
1. ൚ֻࠄฆܛଡധැࢼࢫلھ

2. ൚ր୪ࢳඝছܤࢫԹট්

3. ୀଭલ්ࢫী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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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Portfolio Assessment Criteria and Rubric
ඌԧ׆ஜ
එൈඔࠤૈ 
 ․ ֜ฃ
ࢂ୪ැէଭ 
ஹՋ
ୀ׆নఝ

එൈඔࠤૈଭ 
ۗઑন
ծࢫଭե

త׆ஜ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ଲ఼ծୡଞߦܣճ, ଭࢠ଼ۀୀ߹݅ଲ֜ฃܣઘୀ߹ԩଭւߛনଲޓઘۗي.
එൈඔࠤૈր֜ฃߚڋଲ଼ୀ߹ଭէրԧ۸֜ฃܣઘ଼ճୀ߹ԩଭւߛনܑࢠઊۗ.
ଲण఼ծୡଲճ֜ฃܣઘ଼ۗ.
൚ր୪ࢂ୪ࠜคճ୦ֽୢ߃րਓෘଲଵ౿౦ਓ՚ࢂ୪ࠜැէߚڋۀଲ଼ۗ.
ࢂ୪ැէր୨ଭߚڋଠ࣪ଲֻր୨ଲ౦ਓੴۗ.
ࢂ୪ැէր୨ଭࢫߚڋஹՋԧ࣪ଲੴۗۀ.
࠻ச୪ࠬۗॷߙבଠୀࢱ׆নրડ۩Թটୢ߃ଲ଼ۗ.
࠻ச୪ࠬۗୀࢱ׆নଭߚڋଠ࣪ଲֻஹՋԧऄ౦ंۗ.
ୀࢱ׆নଭߚڋଲ࣪ଲੴۗۀ.
එൈඔࠤૈٛଲෂ, টࡦ݃ઽલଡ౦ंํඑୀ߹ԧ࠻ۗઑۗ.
ෂ, টছ۩఼ߦࡦ݃ઽલଡඑճ଼ୀ߹নգଲऄंࡣۗ.
ࡦ݃ઽલଡඑੴճ଼ଞۗऀܑߚڋ.

Appendix 3. Content Check List
ෂාࡧ

คٛ

ࡧඝ
ડծฏছ
Գଭੲ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1
9
1
9
1
9
1
9

2
10
2
10
2
10
2
10

3
11
3
11
3
11
3
11

4
12
4
12
4
12
4
12

5
13
5
13
5
13
5
13

6
14
6
14
6
14
6
14

7
15
7
15
7
15
7
15

8
16
8
16
8
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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