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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

과를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분석한 뒤 인터뷰를 진

행하고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타당화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타당화 대상인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도구는 평가의 목적

과 대상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한국어 평가 도구 중 하나이다. 따라서

평가 도구가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타당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당도를 측정 도구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았던 연구

초기에는 중다특성-중다방법이나 요인분석, 상관분석과 같은 고전적인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평가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의 종

류가 많아지고 그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타당화 과정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타당화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

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타당도 검증의 비중이 줄고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다차원적인 평가 타당화 방법이 사용되

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타당도 개념에 기반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험자와 평가자와 같은

참여자 요인, 과제, 기준, 방법과 같은 도구적 요인과 그 외 수행평가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말하기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영향을 주는 다면적 요인들의 영향력

을 살피고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평가의 최적화된 조건을 탐색해 보았

다.

그간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는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거시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

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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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평가 도구 중 말하기 평가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

술시험의 기문항 유형 분석을 토대로 평가 과제를 구안하고 실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구성의 복합적 국면에 대한 타당화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를 시행하고 부적절한 과제 구성 요소를 수

정하였다. 이어 본 평가 과제를 구성하고 40명의 학습 참여자를 대상으

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들 참여자의 말하기 수행 결과는 사회통합프로

그램 구술시험 면접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 3인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결과 분석에 앞서 평가자 신뢰도, 평가자 적합도 분석을 통해

채점 과정에서 필수 조건인 평가자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크론바

흐알파 분석을 통해 평가자 내 신뢰도를 확인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평가

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평가자 적합도 분석은 다국면라쉬모형의 평

가자 단면 출력정보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평

가자와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제외하여 일

치도 편차를 줄였다.

다음으로 정량적인 타당화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평가의 여러 국면에

오차를 일으키는 요인을 밝히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수험자,

평가자,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가 척도의 단면에서 각 요인들의 적합

도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평가자의 일치도 확보가 본 평가의 타당

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평가 과제와 평가

기준 면에서 적합도 양상 분석 결과를 통해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의 수정 및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서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오차 요인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최적화된 평가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수험

자의 능력 차이가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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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평가자 요인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수험자와 과제 간 상호작용과 평가자와 과제

간 상호작용 또한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양적 연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질문을 구성하여 평가자 대상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앞선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 과제, 기준, 평

가자 훈련의 측면에서의 타당화 제고 방향과 평가 도구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평가 과제의 조정,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마련, 평가자 훈련 및 재훈련 방법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제 평가 참여자의 견해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량적 통계 절차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타당화를 위한 방향을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가

자 훈련, 평가 도구의 보완의 측면에서 제안해보았다. 과제의 측면에서는

과적합 경향과 부적합 경향을 보이는 과제의 제시 방법과 형태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평가 기준 국면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와 평가자 인터

뷰 결과를 통해 각 영역별로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

되며 평가자의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자 훈련의 측면에서는 훈련의 구성과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

고, 평가 경험이 있는 평가자를 위한 재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간의 분배, 평가 결과의 보고 및 관리의 측면

에서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 평가 도구를 참

고하여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량적 분석 방법과 함께 서

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와 같은 경험적인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타당화

방향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 말하기 평가, 이민자 대상 평가, 평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

술시험, 타당도, 일반화가능도이론, 다국면라쉬모형, 인터뷰

* 학 번 : 2017-2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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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주

는 요인과 최적화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평가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다.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문목적 평가이며, 한국어 교육의 평가

연구도 이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원미진, 2016). 이와 대조적

으로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말하기 평가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agram, KIIP) 평가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위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사회통합프로

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

육 프로그램이라는 점(법무부, 2017a)에서 이 프로그램 내의 평가는 학

문이나 취업과 같은 특수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와 달리 그 목적과 평

가 대상자의 범위가 방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영주나 귀

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

을 참고하여 모의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

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

여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가 함의하는 중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체계의 타당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

과정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평가 목적에 적절치 못한 도구의 사

용이다. 평가 도구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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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다(Alderson, Clapham & Wall, 2010). 이는

타당도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타당도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며 점점 변화해왔다. 전통적인 교육 평가 연구에서는 타당도의

유형을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공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등

으로 구분한다.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구인타당도에 대하여서는 정

의가 가장 어려운 타당도, 다른 타당도 유형을 포괄하는 타당도로 설명

한다(Bachman, 1990; Carr, 2011; Chapelle, 1999; Alderson, Clapham

and Wall, 2010). 에벨과 프리스비(Ebel&Frisbie, 1991)는 구인 타당도를

평가 개발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

을 지지하는 증거를 모으는 프로세스로 정의하였으며, 그론룬드

(Gronlund,1985)는 측정하고자하는 구인에 대하여 평가 결과가 어느 정

도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타당도 검증을 평가 결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으로 인

식하면서 과거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추세이다. 이

러한 타당도 개념의 변화에 따라 타당화를 위한 연구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상관관계, 요인분석, 회귀분석, 중다요인-중다특성

(MTMM)과 같은 평가 결과를 수치를 활용하여 평가의 일부 측면을 검

증하는 정량적인 방법이나 전문가의 이론적 판단에 근거한 질적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과 함께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과 같이 평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접근법을 활용한 타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 타당화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이민자 대상

말하기 숙달도 평가의 타당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문항과

시행 방법을 참고로 하여 실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본

다. 이어서 평가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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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각 단면(수험자, 채점자,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가 척도)은 어떠한 양상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과정에서 수험자 점수에 영향을

주는 오차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과 최적화 조건은 어떠한가?

셋째,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각 측면에서 어떠

한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선행연구

2.1.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중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학문목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

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숙달도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연

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원미진·황지유, 2018). 한국어능력시험은 유

학, 이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비모어화자가 응시하는 시험이

다. 이들 중에서도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응시자가 많은데, 이는 한국의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자격 요건으로 적정 한국어능력시

험 급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학문목적 응시자가 대다

수라는 이유로 기존의 연구는 학문목적 말하기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는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성취도 평가 연구인 최은규(2006), 구민지(2014),

강소산(2015), 국은영(2017), 최성렬(2017) 등 다수의 연구에서 대학 언어

교육 기관의 성취도 평가를 다루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언어

교육 기관의 성취도 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숙달도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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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의 이유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성취도 평가 도구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공개를 꺼리기 때

문이다(구민지, 2014).

그러나 성취도 평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숙달도

평가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다.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로는 현재

KPE(Korean Proficiency Examination) 한국어능력시험이나 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OPIc)과 같은 민간자격시험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 기관이나 국내 기업에서 입학과 채용과 같은 내부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만 할 뿐 개발 이후에는 평가 체계 개선이나 범

용화에 대한 후속 논의가 거의 없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 결

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최초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인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연구는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병곤·이성준(2016)은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도구의 개발을 연구의 핵심 문제로 삼아 다양한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 도구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민병곤 외(2017)는 이를 개발하여 검증하고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밝혔다. 원미진·황지유(2018)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 능

력 시험 말하기 평가 체계, 운영, 채점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혔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위에서 언급

한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 연구의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민자

대상 평가 연구는 다른 목적의 평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아직 평가 체계를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평가 과제나 평가 기준과 같은 평가의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민자 대상 평가 중에서도 말하기 평가는 위에

서 언급한 세 유형의 평가 중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만 실시하여 이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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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민자 대상 한국어 평가 연구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한국으로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 등장하여 비

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이다. 그전까지 한국어 평가 연구는

대학부설 언어교육 기관에서 학문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성취도 평

가나, 일반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영주 또

는 귀화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2005년 8월 시행되기 시작하여 외국인 근

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유정, 2008; 유준영, 2010; 이미혜, 2016; 정

호진, 2013). 고용허가제 정책의 시행으로 한국어 교육, 평가,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관심이 커졌으나, 기존에 공개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 방식을 2013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하며 평가 도구에 대한 접근이 더

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외국인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연구의 양과 연구 내용의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며(조항

록, 2016), 여전히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초소양평가시험에 대한 연구도 외국

인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연구과 마찬가지로 그리 많지 않

다. 조항록(2016)은 이 분야가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전문가의 폭

이 넓지 않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미혜, 2014; 조항록, 2013, 2015,

2016).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적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법무부에서 2009년 1월부터 도입되

었다. 제도 시행 이후, 연구 초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해외 사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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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김희정,

2009; 이미혜, 2015; 이성순, 2010; 이현숙, 2014; 이혜경, 2013).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행 초반에는 운영 체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최근에는 연구 영역이 점차 세분화되어 평가 단계

별, 영역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성순(2010)은 연구 당시 문법, 어휘 등

의 문어 관련 숙달도와 구술 능력의 괴리로 인해 적절치 못한 단계에 배

정되거나 종합평가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사전평가

시 구술시험의 실시를 주장했다. 박경래(2013)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

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평가 체계와 방법, 구술문항의

구성과 내용, 평가 척도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현숙(2014)은

단계별 평가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의 논의로서 이주민의 입국 전 교육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사전평가에 응시하도록 하고 적절한 단계에 배

정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미혜(2015)는 중간평가, 종합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목표 도달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향·서혁·김호정(2018)은 사회

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을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고찰하고, 이

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2020년 이민자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책적 단일화를 앞두고 이민자 대상

평가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

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승영(2019)은 사회통합프로그

램 평가를 포함한 세 가지 이민자 대상 평가의 맥락 타당도를 분석하여

맥락 타당도 확보를 위한 시험 설계의 원리를 설정하고 이민자를 대상으

로 한 한국어 시험의 맥락 타당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강

수정(2019)은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회통합프로

그램 관련 현황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계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

선 방안과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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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민자 대상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제도 시행 초반에는 거시적

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제도 개선 방안 제시가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 와

서야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의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전체적인 운영

체계를 분석하는 내용에서 평가에 대해 일부 내용으로 소략히 다루어져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차후의 이민자 대상 평가 연구는 평가

단계, 평가 영역, 평가 도구 구성 등과 관련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말하기 평가 타당화 연구

말하기 평가의 개발, 활용에 있어서 타당화 과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고

려되면서, 최근에는 타당도 관련 연구에서 개념 정의를 넘어서 타당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타당도의 하위 개념이 분절

적으로 인식되었던 개념 정의의 초창기 시절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타당

도에 따라 확인 방법을 달리하였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경험

적이고 질적인 방법을 활용한 타당화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양적

타당화 방법이 있다.

질적인 방법을 통해 말하기 평가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주로 평가

개발 과정에서 평가 체계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타당화 연

구가 주를 이룬다. 풀처(Fulcher, 1996)은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심층 분석했다. 도글라스와 셀링커

(Douglas & Selinker, 1992)는 특수목적 말하기 시험에서의 문법 범주

점수가 일반목적 말하기 시험에서보다 더 높다는 것에 주목하고 질적으

로 분석해 보았다. 도글라스(Douglas, 1994)는 말하기 평가의 결과와 실

제 수행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

하며 질적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Young, 1995)은 말하기 평가에

사용된 미국 외국어 교육 협회의 OPI 가이드라인(ACTFL OPI

Guidelines)와 캠브리지 말하기 평가(Cambridge Assessment of Sp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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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의 두 가지 평가 척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인화된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개발 수준에 있으며,

말하기 평가의 타당도 관련 연구는 전문가의 이론적 또는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태, 2008; 김상수·권경근, 2011;

구민지, 2014; 이성준, 2018; 이미향·서혁·김호정, 2018). 이성준(2018)은

타당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평가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타

당도 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어 말하기 평가 설계와

실행을 위한 타당화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논거 기반 접근법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미향·서혁·김호정(2018)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시험을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고찰하고,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하였다.

타당도를 확인하는 증거의 종류가 많아지고 이를 수집하여 타당화 과

정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타당도 개념의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양적 연구 방법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직관이나 학

습자의 실제 언어 수행을 활용하는 질적 방법과 달리 양적 방법은 학습

자의 언어 수행 평가 결과와 같은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고전적인

양적 타당화 방법으로는 집단차이구별법, 상관계수, 회귀분석, 요인분석,

중다특성-중다인자 방법(Multitrait-Multimethod) 등이 있다 (Friedman,

1984).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은 말하기

와 쓰기 영역의 언어 수행 평가의 타당화를 위해 활발히 사용되었다. 특

히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영어과 수행평가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이

혼합되어 사용되었고 있다 (장소영·신동일, 2009).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영어교육 연구에서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

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말하기 수행 평가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가 등장

했다. 두 가지 이론을 각각 또는 혼합하여 적용하여 말하기 평가의 타당

성을 검토한 연구로는 김경선 외(2010), 신동일(2001), 이영식·신상근

(2004), 조재윤(2008), 이향(2013), 김상경(2015) 등이 있다. 해외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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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평가 연구와 국내의 영어교육 평가 연구에서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

국면라쉬모형을 적용하여 평가 개발 연구나 평가 도구 수정을 위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국내의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이를 활용하여 말하기 평가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조재윤

(2008), 김경선 외(2010), 이향(2013), 김상경(2015)이 있으며 이는 극히

적은 편이다. 조재윤(2008)에서는 일반화가능도이론을 적용하여 초등학

교 5학년 학생들의 국어 말하기 수행에 대하여 직접 평가와 반직접 평가

를 함께 실시한 후,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평가의 오차요인과 최적화

조건을 탐색했다. 김경선 외(2010)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실제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오차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그 조건에 따른 일반화계수를 추정하고 효율적인 평가의 측정 조건

을 살펴보았다. 이향(2013)은 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 발음 범주 채점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이론 기반 타당도

검증과 채점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과 일

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사후 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김상경(2015)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숙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

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말하기 평가와 평가 타당화의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는 주로 학문목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이민자 대상 평가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평가 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제

언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평가 도구 자체의 구성과 관련된 평가 과

제, 평가 기준, 평가자 신뢰도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해외나 국내의 영어교육 말하기 평가 연구 분야에서는 제작과 운영

단계에서 실제 평가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담화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나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과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평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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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과정에서 타당성을 점검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

구하고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는 전문가의 이론적 또는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실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평가

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평가의 최적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목적을 두므로 평가 대상을 영주나 귀화를 목적으

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민자로 삼았다. 말하기 평가의 결과를 다국면라

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과 같은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논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개의 관측 데이터 수가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채점자나 과제의 수와 상관없이 40명 이상의 평가

결과가 있어야 유의미한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장소영·신동일,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에 참여할 수험자 40명을 표집하였고 이들

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학습 중이거나 결혼 또는

근로의 목적으로 한국에 영주하고 있는 학습자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초급부터 중급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초급과 중급으로 제한하였다. 40명의 수험자

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 녹음 파일은 세 명의 평가자에게 전달되었

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 학위와 경력을

갖춘 평가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한국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박사 과정 중이거나 수료 상태에 있는 한국어 교육자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지원센터, 대학교 언어교육 기관, 세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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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에서 이민자를 포함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한 경력이 6

년 이상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기관에서의

성취도 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었다. 또한 세 명의 평가

자 모두 법무부에서 진행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에 평가자로

참여한 경험이 최소 6회 이상이 있었다.

평가 시행에 앞서 평가 설계 단계에는 문헌 연구를 하였고 평가 시행

후에는 양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해 평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Ⅱ장에서는 말하기 평가의 개념과 과제의 설계 및 유형에 대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고 현재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말하기 평가 타당화를 위해 타당도의

개념과 타당화 방법을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유일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도구인 사

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문항과 운영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를 시행하여 과제를 수

정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과 마찬가지로 연

구자와 수험자의 면대면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평가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였으며 수험자의 숙달도나 참여도에 따라 5-10

분가량 소요되었다. 녹음 파일은 본 평가에 참여한 세 명의 평가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세 명의 평가자 모두 40개의 녹음 파일을 듣고 평가기록표

에 평가 결과를 남겼다. 평가 설계부터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진행 절

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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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방법

평가 설계

- 평가 참여자(수험자, 평가자) 선정

- 평가 진행, 채점 방법 설정

- 과제 설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과제 참고

문헌 연구

구분 시기 참여자 인원 방법

평가

시행

예 비

평가
2019.6.13

서울 W기관 사회통합프

로그램 학습자
10명

-연구자가

평가 진행

- 면 대 면

평가 녹음

본

평가

2019.6.29
경북 Y기관 사회통합프

로그램 학습자
10명

2019.7.3
충북 Y지역 다문화지원

센터 학습자
20명

2019.7.18
대구 N지역 다문화지원

센터 학습자
10명

채점
2019.7.29

-2019.8.5
평가자 3명

-녹음 파

일 평가

-평가기록

표 작성

구분 연구 내용 방법

평가

결과

분석

사전 채점타당도

분석

-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

- 평가자 신뢰도 및 적합도 분

석

- S P S S

25

-Facet

프로그램

다국면라쉬모형
- 측정 단면 분포도 분석

- 평가의 각 단면 분석

-Facet프

로그램

일반화가능도이론
- 평가 결과의 오차 요인 분석

- 평가의 최적화 조건 제시

-GENOV

A프로그램

평가자 인터뷰

- 평가 결과 분석 내용을 토

대로 하여 평가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 실

시

-서면 인

터뷰, 전

화 인터뷰

[표 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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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말하기 평가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결과 분석에 앞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와

평가자 신뢰도, 평가자 적합도 분석을 통해 채점 과정과 평가 결과의 타

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파셋(Facet)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로 다

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하였고 제노바(GENOVA)프로그램을 통해 일반화

가능도이론 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양적 연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평가

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평가자 인터뷰는 총 2회에 걸쳐 서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과제, 기

준, 평가자 훈련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평가 참가자로서

평가 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Ⅴ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양적 연구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타당

화 제고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했다. 인터뷰 내용은 평가 과제의 측면,

평가 기준의 측면, 평가자 훈련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으로 평가 도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평가 도구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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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타당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평가

1.1.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

로자와 같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착을 돕고자 도입되었으며, 한

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국적과 비자, 체류 등과 같은 이민 정책 차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 정

책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 국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참여 대상

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귀화자

이다. 최근에는 참여자의 비율과 범주가 확대되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학습자 등 다양한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능과 참여자의 범

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과

그 이후의 실행 추이의 근간이 되는 교육 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시범 도입 시기에 구체성과 전

문성에 있어서 미흡함이 드러났고, 이후에도 계열화와 위계화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정, 201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항록 외

(2012)는 사회통합 한국어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하였다. 교육과정 개편과

동시에 교재 개선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2015년에 교재 편찬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2018년에는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귀화용 종합평가’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귀화를 희망하는 이민자에게 사

회통합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어 교육 과정에서의 평가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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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민자 대상 한국어 평가

현재 시행 중인 이민자 대상 한국어 평가로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

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가 있다. 이 중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 시험을 제외한 읽기, 듣기 시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장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를 살

펴본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하여 원

활한 의사소통으로 한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

된 것1)으로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

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

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

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

회통합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법무부, 2017a)

기존의 한국 이민귀화적격자격시험이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용 종합

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됨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자가 귀화 신청 시 필기

시험, 면접심사가 면제되고 국적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영주 자격 신청 시,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사증

신청 시에도 혜택이 있다.

교육 단계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0-4단계에는 ‘한국

어와 한국문화’ 과정이며 5단계는 ‘한국사회이해’ 과정이다. 평가로는 교

육 시작 전에 단계 배정을 위한 ‘사전평가’, 1-3단계 수료 후 각 단계별

1) 법무부 홈페이지 :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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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점검을 위한 ‘단계평가’, 4단계 수료 후 치르는 ‘중간평가(한국

어와 한국문화시험, KLCT)’, 최종적으로 5단계를 모두 수료한 후에 치르

는 ‘영주용 종합평가(Korea Immigration and Permanant Residence

Aptitude Test, KIPRAT)’와 귀화용 종합평가(KINAT,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ation Aptitude Test)’가 있다. 교육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한국어 능력에 적절한 교육 단계에

배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0단계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자, 유

효한 한국어능력시험등급을 보유한 자, 연계과정을 통해 중간평가에 합

격한 자,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사전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중’으로 통일되어 있

사전

평가

단계평가

중간

평가

종합평가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영주용 귀화용

평가

유형

숙달도평가

+배치평가
성취도평가

평가

목적
단계 배정

진급 여부

결정

한국어과정

이수 여부

결정

영주

자격

평가

국적

취득

자격

평가

출제

범위

1-5

단계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1-4단계

난이도

배열2)

전체 문항

‘중’으로

배정

하(30%),

중(40%),

상(30%)

전체 문항

‘중’으로 배정

전체 문항 ‘중’으로

배정

필

기

시험

시간

(분)

60 30 50 60 60

문항

수
50 20 30 40 40

구

술

시험

시간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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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중 배치를 위한 숙달도 평가인 사전평가를 제

외하고는 모두 성취도 평가인 것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술시험

는 것은 이들 평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1-4단계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항목이 추출된다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전체 난이도가 설정되는 만큼 각

단계의 기준에서 볼 때 중간 수준 난이도의 문제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2017b).”

(분)
문항

수
5 5 5 5 5

진행

방식

(면접

관:수

험자)

2 : 5 2 : 5 2 : 2 2 : 2 2 : 2

평가

항목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

주요

평가

요소

한글 자모의 정확한 음

가와 음운변동 인식 및

사용

간단한 묘사(기술), 실

용적 대화로부터 논리

적 담화 구성 및 구술,

논리적 대화 등의 수준

구어 사용에 있어 과제

와 기능, 내용과 맥락,

정확성, 담화 유형 등의

기준에 맞춘 평가

구어 사용 능력과 함께

구어 이해 능력인 듣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하여 평점 부여에 적용

함

간단한 묘사(기술), 실용적 대화로

부터 논리적 담화 구성 및 구술,

논리적 대화 등의 수준

주제 관련한 비교, 토론, 비평 등

비교적 전문적인 구어 능력의 수

준

구어 사용에 있어 과제와 기능,

내용과 맥락, 정확성, 담화 유형

등의 기준에 맞춘 평가

구어 사용 능력과 함께 구어 이해

능력인 듣기 능력을 적절하게 평

가하여 평점 부여에 적용함

종합평가의 경우 한국 사회의 이

해 수준,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

와 자유 민주주의적 신념 등을 일

부 포함함

[표 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체계 (법무부, 2017a; 법무부,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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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모두 5문항으로 10분간 진행되며, 사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

술시험관 양성교육을 받은 면접관 2명이 평가를 진행한다. 사전평가와

단계평가의 경우, 수험자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 동시에 응시하

지만 수험자는 면접관과의 소통만 가능하며 수험자 간의 의사소통은 허

용하지 않는다. 평가의 구인은 모든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은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지만 채점 시에는 각 문항별로 0-5점 척도의

총체적 채점 기준을 면접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과정인 사전평가

와 단계평가의 경우 한글 자모에 대한 인식 및 사용, 구어 사용 능력, 구

어 이해 능력을 주요 평가 요소로 하고 있지만, 중간평가를 넘어 고급

단계로 갈수록 보다 복잡한 구어 능력인 논리적 담화 구성 능력, 비교,

토론, 비평 등의 전문적인 구어 능력을 주로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귀화

자격이나 영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종합평가에서는 한국어 구어

능력과 함께 한국 사회 이해 수준,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자유 민주

주의적 신념 등과 같은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2. 말하기 평가

2.1. 말하기 평가 개념

말하기 평가는 언어 수행 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따라서 말하기 평

가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 평가’라는 용어의 정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수행평가는 추상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지필검사와는 달

리 피험자들이 적절한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McNamara, 1996). 피츠패트릭과 모리슨(Fitzpatrick&Morrison, 1971)은

수행평가를 ‘보통의 지필시험보다 특정 준거 상황(criterion situation)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수행 평가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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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말하기 평가와 같은 과정(processes)과 쓰기 평가

와 같은 산출(products)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 수행평가는 ‘수행과 산출

에 대한 평가’의 줄임말이라는 것이다(Fitzpatrick&Morrison, 1971). 맥나

마라(McNamara, 1996)은 ‘수행 과정(performance proccesses)’을 수행평

가의 변별적 요인으로 보고, 전통적인 평가와 수행평가를 피험자의 수행

과 판단과정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별했다. 케년(Kenyon, 1992)이 제시

한 전통적인 지필 검사식 언어검사와 전형적인 외국어 수행평가의 대조

적 특징은 [그림 1]과 같다(Mcnamara, 1996 재인용).

전통적 고정 반응 평가 수행기반 평가

도 구 → 점 수 평 가 자

↑ ↓ → 채 점 (점 수 )

수 험 자 척 도

↓

수 행

↑

도 구

↑

수 험 자

[그림 1] 수행 평가의 특징(Kenyon, 1992)

전통적 평가 방식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피험자 응답의 정오 점수로 판

단되는 것이라면, 수행평가는 피험자가 주어진 평가 도구를 직접 수행하

고 평가자가 이를 채점하여 피험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행 평가는 ‘수행’을 중심으로 수험자, 도구, 수

행의 순서로 수험자의 평가 수행과 평가자, 척도, 수행의 순서로 평가자

의 수험자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맥나마라(McNamara, 1996)은 수행평가를 다시 강한 의미의 수행평가

(strong performance test)와 약한 의미의 수행평가(wea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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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로 구분했다. 이 구분은 과업에 대한 수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준거(criterion)를 기준으로 한다. 강한 의미의 수행평가에서 과업(tasks)

은 실제 세계의 과업(real-world tasks)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행은

실제 세계의 준거, 다시 말해 과업 달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된다. 이러

한 유형의 수행 평가에서 언어 능력은 과업 달성을 위한 매개체일 뿐이

며, 수행 과제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Messick, 1994). 따라서

과업 달성 여부에 초점을 두어 순수한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약한 의미의 수행평가는 ‘언어 수행’에 초

점을 둔다. 수험자는 실제 세계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데, 실제적으로 과업 달성의 여부는 평가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평가의 목적은 수험자의 언어를 이끌어내어 외국어 능력과 수행

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맥나마라(McNamara, 1996)의 이러한 구분은

이분법적인 특성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국 외국어교육협회의 OPI(ACTFL OPI, Oral Proficiency Interview)와

같은 검사는 약한 의미의 수행평가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엘츠

(IELTS)검사와 같은 학업목적의 검사는 비교적 중간적 위치에 있다. 이

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강한의미의수행평가

(Strong performance test)

· 평가초점: 과업달성여부

· 실제적과제

약한 의미의 수행평가

(Weak performance test)

·평가 초점 : 언어 수행

·일반 목적의 수행 기반 능력

검사: ETS/ACTFL

Oral Proficiency

Interv iew

학문목적언어시험

: IELTS, OTESL

[그림 2] 수행평가의 특성(McNama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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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리반(O’Sullivan, 2012) 말하기 평가의 중요 요소와 그들이 상호 작

용하는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먼저, 전달 매개변

수, 운영 매개변수, 내용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평가 과업과 수험자가 상

호작용하여 평가 수행이 이루어진다. 이 평가 수행에는 채점 기준, 채점

계획, 채점 분석, 질적 보장과 같은 평가 체계가 영향을 준다. 최종적으

로 이 평가 체계와 교사 추정치나 동형 검사와의 비교 등을 통한 평가

점수의 판단 과정이 동시에 점수나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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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업 수험자

전달 매개변수

목적

반응 형태

인지된 기준

중요도

시간 제한

내용 매개변수

입력

언어

시각 자료

출력

기능

언어적 특성

의사소통 특성

대담자

성별

나이

성격

언어적 능력

모국어

개인적 특성

신체적 심리적 경험적

인지

자원 과정

평가 수행

운영 매개변수

보안

지속성

평가 점수

다른 척도와 비교

(예 : 교사 추정치)

언어 체계와 비교

(예: CEFR)

동형 검사의 운영과 비교

평가의 공정성 입증

(예 : 어떠한 집단도 편

향되지 않았다는 것 입

증)

평가 체계

채점 기준(척도 또는 루브릭)

채점 계획(장소, 시간 등)

채점자 훈련

채점 분석(신뢰도, 공정성 등)

질적 보장

점수

또는

등급

[그림 3] 말하기 평가 과정 (O’Sulliv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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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리반(O’Sullivan, 2012)은 이러한 말하기 평가 과정이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이지만 [그림 3]을 통해서는 순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루오모(Luomo, 2004)는 말하기 평

가의 구성 요소와 순환적 평가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그림 4] 말하기 평가의 단계, 활동, 생산

(Luomo, 2004: 6)

말하기 평가는 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평가 결

과의 필요성에 의해 평가 계획과 개발 단계에 착수한다. 평가 개발자는

이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평가 활동에 필요한

과업, 기준, 지시문과 같은 자료를 개발한다. 질 보증 작업(Quality

assurance work)이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이는 평가하고

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정하는 작

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 평가 개발자는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보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는 평가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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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평가 시행

및 수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험자는 상대방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과업을 달성한다. 그림에서 삼각형으로 나타낸 것을 보아 알 수 있

듯이 수험자, 대담자, 과업 간의 세 방향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수험자

의 수행을 음성 녹음을 하거나 영상 녹화하기도 한다. 평가자는 수험자

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채점을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평가 개발을 유도했던 평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 주기에 끝과 시

작은 맞물려 있는데, 이는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

거나 평가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수험자가 존재할 때 다시 이 평가 주기

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주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

동과 참여자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기를 상호작용적 평가 주기

라 할 수 있다(Luomo, 2004).

언어 수행평가의 개념과 말하기 평가 과정의 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말하기 평가란 과업 달성을 위한 수험자의 언어적 수행을 평가자가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적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는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평가의 질

을 보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반복

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유의하여 평가 관계자들은 평가 도구가

측정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 말하기 평가 방법

다음으로 말하기 평가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평가의 방

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면접관이 직접 면대면 평가를 하는 방식과

녹음물을 활용하는 기계활용 평가, 역할놀이 활용 평가, 묘사/지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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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제 수행형 평가가 있다 (이완기, 2017).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평가자와 수험자가 마주하여 상호작용하는 면대

면 방식이다.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전화나 원격 화상회의를 활용하기도

한다. 면대면 방식의 특성은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수험자는

평가자의 이전 발화에 대한 반응을 하며 상호작용 도중에 명료화와 같은

수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녹음물 평가 방식은 일방향 의사소통만 가능하

며 수험자는 녹음된 테이프의 진행에 따라 말하기를 수행한다. 면대면

평가에서 평가자가 수험자의 발화에 적절하게 지시문이나 평가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녹음물 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면대면 평가는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녹음물 평가는 상호작용의 일부 능력에 대한 판단만이 가능하다.

흔히 녹음물 평가는 많은 수의 수험자와 상호작용하며 평가할 수 있는

현장 시험관을 충분히 구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두 평가 방식이 동일한 평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Stansfied&Kenyon, 1991; Wigglesworth&O’Loughlin,

1993), 담화와 평가 경험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Shohamy, 1994;

O’Loughlin, 2001). 수험자의 발화를 녹음하는 경우, 더욱 문어체에 가까

워지며, 비언어적 요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해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나 충분한 수의

검사관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녹음물 검사가 유용하다.

역할놀이 활용 평가는 수험자에게 각자의 역할이 적힌 역할 카드를 주

고 그 카드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과 역할에 맞게 다른 수험자나 평가자

와 함께 실제로 역할놀이를 해보게 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완기, 2017).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형태의 언어 요

소, 상황, 주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역할놀이 평가 방법의 이점이

다. 그러나 다른 수험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평가의 진행 방식을 이

해하지 못해 평가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고 역할놀이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은 하지 않아 평가자가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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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역할놀이는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숙달도 평가보다는 교실에서 교육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공

식적인 성취도 평가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묘사/지시 중심의 평가는 두 명의 수험자 중 한 수험자에게 그림을 주

고 이를 묘사하도록 하여 다른 수험자나 평가자가 그림을 재구성하게 하

도록 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구성한 그림의 정확성

에 따라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에서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점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은 수험자의 발화를 청자가 그림으로

정확하게 구현하는 정도이다. 이 때 그림이 정확하게 재구성되었다면 수

험자의 묘사가 정확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청자의 듣기 태도나 능력이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자가 정확하게 그림을 묘사했더라도 청

자의 듣기 능력이 모자라거나 듣기 태도가 불성실했다면 이는 평가 결과

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로 청자의 역할을 평가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방법도 평가자의 그림에 대한 인식이 그림의 재구성 과

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가자에게 평가 과정에의

참여와 평가 결과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여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과제 수행형 평가(Task-based test)는 2∼3명의 수험자가 목표 언어로

과제를 수행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해결형 방식의 평

가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이 있다.

이는 두 명의 수험자가 있다면 각각 다른 정보를 제시하여 이를 서로 목

표 언어를 통해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수험자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제를 통해 말하기

수행을 유도할 수 있고 실제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가의 타당

성을 높일 수 있다. 과제 수행형 평가는 두 명 이상의 수험자가 의사소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실제성을 반영할 수 있고 두 명

의 수험자를 평가자가 각각 평가할 때보다 시간 소요가 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함께 참여하는 수험자의 말하기 숙달도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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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평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슷한 숙달도의 수험자를 대화 상대로 하거나 수험자의 외향적 또는 내

향적 성향에 따라 비슷한 성향의 대화 상대와 함께 평가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이완기, 2017).

2.3. 말하기 평가 과제

말하기 평가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구분과 말하기 유도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사소통 방식의 구분에 따르면 간접 평가,

직접 평가, 반직접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말하기 평가에서 과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말하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uomo, 2004). 과제는 평가될 이야기 내용, 형식, 맥

락을 제공해 주며, 수험생의 언어사용은 과제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달

라진다. 누난(Nunan, 1993)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제는 교실 수업 활동의

한 대목으로,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 형식보다 ‘의미’에 초점을

둔다. 과제는 활동, 절차, 활동 자료인 입력물로 구성이 된다. 이뿐만 아

니라 과제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목표, 교사-학습자의 역할, 환경을 포

함한다. 정리하자면 과제는 입력물, 목표, 역할, 활동을 포함한다(Nunan,

1993). 따라서 과제를 설계할 시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루오모(Luomo, 2004)는 ‘말하기 평가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과정’을 ‘과제 설계’라고 보았다. 즉, 수험자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과

제의 실제적인 배열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과정이다. 과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 이용자가 수험자의 말하기 평가 결과를 통

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즉 과제 구성 관련 정보(construct-related

information)이다 (Luomo, 2004). 루오모(Luomo, 2004)는 과제의 구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수험자에게 요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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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소통 기능

③ 개인, 짝, 그룹 과제

④ 교육적 과제 / 실생활 모의 과제

⑤ 구인 기반 평가 / 과제 중심 평가

⑥ 말하기 단독 평가 / 통합 평가

⑦ 면대면 평가 / 녹음 평가

과제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화자에게 어떠한

말하기 수행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바이개이트(Bygate, 1987)

는 말하기 과제의 유형을 ‘실제 지향적 말하기(factually oriented talk)’와

‘평가적 말하기(evaluative talk)’로 구분하였다. 말하기 과제의 유형 중

묘사, 서사 이야기, 지시, 비교는 실제 지향적 말하기에 해당하고, 설명,

정당화, 예측, 결정은 평가적 말하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과제들이 범주

화 되는 것은 과제의 구성물이 수험자에게 요구하는 ‘활동 유형’과 관련

이 있다. 다시 말해, 과제 유형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험자가 사용하

는 언어는 범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말하기 수행을 평가할 시에는 과제

의 범주마다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

다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 과제를 구성해야한다 (Brown&Yule, 1983;

Bygate, 1987; Luomo, 2004).

수험자에게 요구하는 활동의 유형과 함께, 이러한 활동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오스틴(Austin,

1962)의 ‘화용 행위(speech act)’와 1980년대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의

출현 배경으로 탄생한 유럽 위원회(Council of Europe, 2001)의 유럽언어

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거시기능과 미시기능으로 구분했다.

거시기능은 바이개이트(Bygate, 1987)에서의 구분과 같이 묘사, 서사 이

야기, 논평, 설명, 시범 보이기 등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어 또는 문어

의 말뭉치이다. 미시기능은 개별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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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험

자의 의사소통 대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소통 대상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면 개인별과제, 짝 과제, 모둠 과제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전형적

인 방법으로는 개인별 과제로, 면접 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별 과제

는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에 적절하게 과제를 조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면접 형식은 수험자의 의사소통 상대인 면접관이 주로 상호작용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데, 이는 다소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Savignon, 1985; Bachman, 1988; van Lier, 1989; Lazaraton, 1992). 짝

과제는 면접 방식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수행이 가능하며, 평

가자가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고 수험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평

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Swain, 2001).

그러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의사소통 상대방의 성격과 언어 능력에 불가

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말하기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동등한 기회

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Weir, 1993, Iwashita, 1999). 모둠

과제는 시행상의 어려움과 수험자 능력 차이로 인한 모둠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말하기 평가 과제는 아니지만, 교실수업 평가에서

주요범주 사례

① 사실 정보 제공/

요구
묘사하기, 보고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② 태도 표현/묻기 찬성/반대, 유식/무지, 능력, 허락
③ 설득하기 제안하기, 요구하기, 경고하기

④ 사교적 의사소통 주의 끌기, 대화 시작, 인사하기, 소개하기

⑤ 담화 구조화 담화 시작, 요약하기, 주제 바꾸기, 마무리하기

⑥ 의사소통 수정 이해 불가 알리기, 도움 요청, 풀어 말하기

[표 3] 의사소통 미시 기능 범주 (Council of Europ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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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특히 평가자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수험자들이 직접 말하기 평가에 관여하여 자기반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Lynch,

2001).

‘교육적/언어 초점 과제(pedagogic or language-focused task)’와 ‘실생

활/목표 과제(real-life or target task)’를 구분하는 것 또한 말하기 과제

를 설계할 때 중요하다. 교육적 과제는 학습이나 평가를 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언어 사용을 하도록 고안된 과제이다. 실생활 과제는 교실 밖 언

어를 사용하도록 모의적인 상황을 설계하는 과제이다 (Nunan, 1989). 예

를 들어, 학습자 한명에게 그림을 주고 이를 묘사하도록 하여, 다른 학습

자가 상대방 학습자의 묘사에 따라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과제에 해당한다. 이 활동은 실생활에서 ‘일러주기 과제

(instruction-giving task)’와 관련이 있으나, 의미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과제이다. ‘실생활 과제’는 평가 상황에서 시험을 위한 언어가 아닌 실제

적 의사소통의 본질을 추구하며, 흔히 모의 상황이나 역할놀이를 통해

실현된다. 공식적 검사에서의 실생활 과제는 수험자가 전문적인 역할을

맡고, 평가자는 이들의 대화 상대자인 소비자, 환자, 손님 등으로 행동한

다. 실생활 과제에서는 맥나마라(McNamara, 1996)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강한 의미의 수행평가와 약한 의미의 수행평가 중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 강한 의미의 수행평가는 실제 언어 사

용 상황을 그대로 복제한 상황에서 과제 성공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인

인 반면에, 약한 의미의 수행평가는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 좋은 평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쓸 것인지는 평

가의 목적에 달렸지만, 대부분의 언어 검사에서는 약한 수행평가의 논리

에 따르고 있다.

말하기 평가 과제를 설계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과제가 말하기

구인만을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읽기, 쓰

기, 듣기, 말하기 모든 언어 영역의 능력이 필요하다. 평가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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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읽거나 듣는 과정이 선행된

다. 따라서 평가 개발 관계자들은 말하기 평가에서 말하기 능력 외에 다

른 언어 능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평

가에 대한 접근을 ‘구인 중심 접근법(construct-based approach)’이라 한

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은 ‘과제 중심 접근법(task-based

approach)’으로, 과제 및 언어 사용 맥락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접

근법에 대한 결정은 평가 개발자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말하기의

초점이 내러티브인지 스토리텔링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말하기 평가는 다른 언어 능력과의 혼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과제 중심 평가에서는 다른 언어활동을 활용하여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합 과제(integrated tasks)’라 한다. 이

는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을 보기 위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면 그 상황에 적절한 언어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떠한 요인에 있는 것인지 밝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브라운 외(Brown et al., 2001)는 말하기 단일 과

제(stand-alone speaking tasks)와 통합 과제(integrated speaking tasks)

의 차이에 대하여 밝혔다. 통합 과제에서는 평가자는 입력에 대한 수험

자의 이해, 유창성과 질의 효과, 내용 조직에 초점을 둔다. 이는 통합 과

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험자가 통합 과제에서 인지적 부담

의 증가로 인해 단독 과제보다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미진·황지유(2018)는 ACTFL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들을 숙달도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숙달도 과제 유형

초급

� 텍스트 읽기나 따라 읽기,

� (텍스트를 보거나 듣고, 그림을 보고) 간단한 질문에 대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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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진·황지유(2018)에 따르면 외국어 말하기 평가는 대체로 6-8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문항 수는 보통 2-3개였다. 문항 유형으

로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형 과제는 지시문을 읽고 자신

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는 문장을 의미한다. 독립형 과제는 모든 시험

에서 동일하게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과제 유형 과제 세부 유형 해당 시험

독립형 과

제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 개

인 신상, 경험/체험 말하기
모든 시험

통합형 과

제

텍스트를 보거나 듣고 소리 내

어 따라 말하기

TOEIC, PTE, HSKK,

ESPT

(텍스트를 보거나 듣고, 그림을

보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TOEIC, PTE, ESPT,

TSC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고 대상이

나 상황을 설명/묘사하기- 간단

한 설명, 비교해 설명 등

TOEIC, G-TELP,

PTE, ESPT, HSKK,

TSC
그림 보고 이야기 구성하기 G-TELP, TSC

(그림 보고) 길 안내하기 ESPT, G-TELP

간단한 일상 대화 완성하기 TSC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말하기

– 상황극

ESPT, G-TELP,

TSC
(텍스트를 읽거나 대화나 상황을 TOEIC, TOEFL,

중급

� 주어진 자료를 묘사/성명하기/이야기 구성하기

� 간단한 일상 대화 완성하기

�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상황극 구성하기

고급

� 문제 해결 방법 제안하기

� 의견말하기

� 정보 전달하기

[표 4] 원미진·황지유(2018)의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등급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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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과제는 지시문 외에 시각 또는 음성 자료를 통해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과제이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정보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유형의 과제인 경우는 학문 목적 말

하기 평가인 토플(TOEFL)과 PTE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미진·황

지유, 2018).

2.4. 말하기 평가 기준

말하기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

어, 동일한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해서 여러 평가자가 다른 평가 결

과를 내릴 수 있다. 동일한 숙달도의 말하기 수행에 대해 평가자마다 다

른 평가를 내리거나, 한 명의 평가자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외적 요인

의 영향을 받아 다른 평가를 내린다면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말하기 평가 기준은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평가 결과 활용자가

선발이나 채용의 목적으로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

용될 수 있다. 수치로 된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의 기술을 참고하여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에 따라 학업이나 업무 시에 필요한 말하기 능력 수준을 갖춘

수험자를 선발 또는 채용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말하기 평가 기준은

여러 평가자가 동일한 수험자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일치하도록 한다.

듣고) 문제 해결 방법 제안하기 G-TELP, ESPT
의견 말하기- 설득하기, 추천하

기

TOEIC, G-TELP,

TSC
정보 전달하기- 강연 내용, 교내

정보/안내 요약하기
TOEFL, PTE

[표 5] 과제 유형에 따른 외국어 말하기 시험 비교

(원미진·황지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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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셋째, 평가 개

발자가 평가 과제를 개발할 때 특정 수준의 평가에 어떠한 내용의 자료

가 제시될지 참고할 수 있다. 타당한 평가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평

가에서 제시할 과제를 제작할 때 미리 마련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

로 해야 한다. 넷째,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대로 고안된 평가 기준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 목표

를 반영하여 개발된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보면 수험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말하기 기능을 구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말하기 평가 기준은 단지 평가를 위한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이완기, 2017).

말하기 평가 기준은 평가의 방법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한다. 크게 총

체적 평가 기준, 분석적 평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총체적 평가 기준

은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을 듣고 전체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는 언어 능력이 여러 요소들의 합 이상이라는 관

점에서 비롯한 평가 기준의 유형이다 (신동일, 2006). 이러한 유형의 평

가 기준은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할 때는 사용될 수 있으나, 수험자의 말

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의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없어 진단적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총체적 평

가 기준을 사용하면 평가자의 평가 경험과 언어적 직관에 따라 다른 평

가자와 평가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체적 평가 기준의 대조적인 형태는 분석적 평가 기준이다. 분석적 평

가 기준은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각 구성 요

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평가 과정의 기준이다. 총체적 평가 기준과 대

조적으로 분석적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총체적 평가 기준에 비해 평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 구인에 대한 기준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 유형은 장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체적 평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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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평가 기준 중 특정 기준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인상 평가에 적합한 총체적 평가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구성 요소

별 분석 채점이 가능한 분석적 평가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의 목적이나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말하기 평가 타당화

3.1. 타당도

3.1.1. 타당도의 개념

타당도(validity)는 검사 도구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으로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한 정도, 검사점수

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성태제, 2002). 타당도 연구의

초기에는 타당도를 검사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았으나, 타당도 개념의 이

론적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사의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 또는 타당성의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성

태제, 2002).

타당도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고전적인 분류부터 살펴보면, 미국심리학회(APA, 1954)에서

는 타당도를 내용타당도, 예측타당도, 공인타당도, 구인타당도로 구분하

였다. 미국교육학회, 미국심리학회, 미국교육측정학회(AERA, APA,

NCME, 1966)에서는 타당도를 내용타당도, 예측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통합한 준거타당도, 구인타당도로 구분을 하였고, 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타당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4

년, 개정판에서는 내용타당도를 행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는 과

정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검사의 편파성, 검사의 응용에 따른 문제도 함

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도 개념에 변화가 생겨 타당도가 검사의 고유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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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기보다 검사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주를 이루며, 타당도를 “타당성의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본

다(성태제, 2002). 미국교육학회, 미국심리학회, 미국교육측정학회

(AERA, APA, NCME, 1985)에서는 타당도를 검사점수로 형성된 추리의

적합성, 의미성, 유용성으로 정의했다. 이중에서 검사도구 목적의 적합성

에 따르면, 타당도란 검사점수가 검사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타당하다’는 것은 타당도의 유무에 따른 이분법

적 판단보다는 타당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Gronlund&Linn, 1990).

그론룬드와 린(Gronlund&Linn, 1990)은 타당도를 이해하는 데 네 가지

주의점을 제시했다. 첫째, 타당도는 검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험

자에게 사용된 측정도구나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적합성이므로, 정확

하게는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둘째, 타당도가 ‘있

다’ 또는 ‘없다’와 같은 이분법적인 표현으로 말하기보다는 ‘낮다’부터 ‘높

다’와 같은 정도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 타당도는 특별한 목적이나 해석

에 제한되므로 ‘무엇을 측정하는 데 타당하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넷

째, 타당도의 개념을 다양하게 분류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근거에 기

초한 단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케인(Kane, 2001)에서는 타당도는 검사나 검사점수 자체가 아니라 검사

점수 해석, 검사점수 사용에 대한 평가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최근

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Cureton, 1951;

Cronbach&Meehl, 1955; Cronbach, 1971; Messick, 1975) 명료화되어 가

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당도에 대한 최근의 견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타당도는 검사,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사 점수 해석의 적절성 또는 검사점수 사용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 평

가의 판단은 해석의 적합성과 정밀성 그리고 적합한 근거에 의하여 해석

이 지지되는 정도를 반영한다. 셋째, 결과 타당도를 포함한다. 넷째, 타당

도는 해석을 위하여 평가도구나 평가기술을 단순히 수합하는 것을 넘어

통합화, 단일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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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육학회, 미국심리학회, 미국교육측정학회 (AERA, APA, NCME,

1985, 1999)에서와 같이 타당도를 ‘검사점수의 해석에 대하여 근거가 지

지하는 정도’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데이비스와 엘더(Davies&Elder,

2009)는 타당도를 ‘평가 실시 상황에서 피험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얼

마나 정확하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타당도

개념의 변화에 따라 최근의 타당도에 대한 관점은 신뢰도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을 통해 평가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타당도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타당도를 판단하는 증거의 범위에 대

한 ‘타당화’와 관련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Daview&Elder, 2009)

3.1.2. 타당도의 분류

‘타당도’의 분류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타당도(validity) 대신에

‘~과 관련된 타당도의 근거(~related evidence of validity) 또는 ’~에 근거

한 기초(evidence based 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태제,

2013). 따라서 ‘내용과 관련된 타당도의 근거(cont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구인과 관련된 타당도의 근거(construc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준거와 관련된 타당도의 근거(criterion-related evidence of

validity)’와 같이 세 가지 타당도의 근거로 분류하였다. 1999년 개정판

에서는 타당도를 검사점수의 해석에 대하여 근거나 이론이 지지하는 정

도로 정의하며 ‘~에 기초한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검사내용에 기초

한 근거’, ‘반응과정에 기초한 근거’,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 ‘다른 변

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 등 크게 다섯 가

지로 분류했다 (AERA, APA, NCME, 1999).

이러한 타당도의 분류는 메식(Messick)의 타당도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 메식(Messick, 1989)은 “타당도란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가 검

사점수의 해석(intepretation)과 그에 따른 행위(action)에 대하여 적절하

고 적합한 정도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했다.

타당도가 검사 자체의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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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타당도를 6가지로 분류하여 제

시했다 (Messick, 1995). 검사내용 측면의 타당도(the content aspect of

validity), 실제적 측면의 타당도(the substantive aspect of validity), 내

적구조 측면의 타당도(the structural aspect of validity), 일반화 측면의

타당도(the generalizability aspect of validity), 외적 준거 측면의 타당도

(the external aspect of validity), 결과 측면의 타당도(the consequential

aspect of validity)가 그에 해당한다(Messick, 1995). 이 여섯 가지 타당

도는 다차원적이고 상호관련된 것으로 모두 검사 결과의 해석과 사용의

정당화를 위한 질문들이다. 메식(Messick, 1989)에서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섯 가지 타당도 개념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

니라 수집한 증거들이 검사 결과를 얼마나 지지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타당도의 여러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들어 메식(Messick, 1989)의 모형이 언어 평가에 적용

되면서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증거의 종류가 많아지고, 타당도

검사는 그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으

로 인식되었다 (신동일, 2000).

3.2. 타당화의 방법

3.2.1. 타당화 방법의 종류

타당도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변화가 생기면서 타당도

를 검증하는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 타당도 검증은 평가가

평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 측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반면

에, 최근의 타당도 검증에 대한 논의는 ‘타당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Davies&Elder, 2009). 1990년대 이후로 평가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방법을 새롭게 제안했던 메식(Messick, 1989)의 모형은 내용타당도

나 비교(criterion)타당도 등을 구인(construct)타당도의 하부 요인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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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평가도구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평가의 적절함, 효용 가치, 개인과

학습기관에 제공되는 역류작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등을

타당도 검증에 포함시켜 고전적인 타당도 검증 모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

었다(신동일, 2000).

메식 모형(Messick, 1989)이 언어 평가에서 활용되면서 평가 도구의 타

당도에 대한 증거의 종류가 많아지고 타당도는 그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

하여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

로 인정되었던 구인타당도의 중요성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Hamp-Lyons&Lynch, 1998; Messick, 1989; Moss, 1996). 그에 따라 요

인분석이나 중다특성-중다방법(multitrait-multimethod)과 같은 통계방법

을 활용한 구인타당도 검증의 비중이 줄고 평가 참여자가 제시하는 비통

계적 자료가 중시되면서 보다 다차원적인 평가 타당화 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신동일, 2000).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국면적이고(multifaceted),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필요

로 하게 된 것이다(이향, 2013).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증거는 상호보완

적인 것으로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월하거나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신동일, 2000). 이와 유사하게 앤고프(Angoff, 1988)는 타당도

란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주

장하였다. 또한 바흐만(Bachman, 1990)은 평가의 타당화 과정은 평가의

내용과 점수가 아닌 평가 과정 전반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당도의 종류에 따라 검증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상관관계 계수, 회귀분석, 요인분석, 문항반응이론, 라쉬모형,

일반화가능도이론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 중 관찰, 면접, 작

문, 실기평가 등의 수행평가와 같이 복합적인 측정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성숙, 2001: 304). 타당도가 검사점수의 해석에 대하여 근거 또는 이

론이 지지하는 정도라는 개념(AERA, APA, NCME, 1999)이며 모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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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Angoff, 1988)이라는 관점

에서 가장 적합한 타당화 방법은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이

라 할 수 있다. 노스(North, 1993)에서는 기존의 수행평가 척도개발에 사

용되었던 중다특성-중다방법(Multitrait-multimethod)이나 요인분석과 같

은 전통적인 양적연구에서 벗어나 다국면라쉬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측정 오차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화 과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신동일,2001) 일반

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의 상호보완적인 적용은 검사 결과의 측

정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 (Bachman,

Lynch, & Mason, 1995; Lynch, McNamara, 1998).이 두 가지 방법은 상

보적인 것으로 평가 관계자들에게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한다(Bachman, Lynch, & Mason, 1995).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다국면라쉬모형의 개념과 타당화 과정에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3.2.2. 다국면라쉬모형에 근거한 타당화

다국면라쉬모형은 고전검사이론과 비교하였을 때 수험자의 수행 능력뿐

만 아니라 평가 항목, 채점기준 등을 보다 정확히 추정 가능하며 채점자

의 엄격성이나 일관성에 관한 정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

면3)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Lumley&McNamara, 1995;

McNamara, 1996; Weigle 1998; Weigle 2002). 이는 문항반응이론에 근

거하고 있으나,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피험자의 추측을 고려하는 다

른 문항반응모형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문항 난이도만을 포함하여 피험자

의 능력을 추정하여 특수한 형태의 문항반응모형으로 여겨진다 (지은림·

채선희, 2000). 그러나 평가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문항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국면라쉬모형은 이러한 경우를

3) ‘국면’ : 개인 점수에 영향을 주는 측정 조건 (김성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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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수험자 능력을 추정하는 기본 모형에 문항 곤란도, 과제 곤란

도, 채점자 엄격성 등을 포함한다 (김성숙, 2001).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국

면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밝힌다 (McNamara, 1996). 전형적으로 과제 난

이도, 채점자 엄격성/관대성, 수험자 능력이 국면에 포함된다. 리나크레

와 라이트(Linacre & Wright, 2004)는 수험자 능력, 문항의 난이도, 채점

자의 엄격성, 채점자가 채점척도를 사용하는 방식의 네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수험자의 수행 능력이 추정된다고 했다. 이 모형을 통

해 기본적으로 원점수를 통계적으로 재조정하여 공정한 평가 결과를 제

공한다는 것 외에도 각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김성숙, 2001). 말하기나 쓰기 시험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다분 채점 자료를 쉽게 다룰 수 있고, 특정 수험자에게 작용되는 채점자

나 문항의 차별적 기능을 알 수 있고 각 국면의 적합도(fit statistics)와

표준오차를 제시함으로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할 수 있다 (김성

숙, 2001; McNamara&Roever, 2006).

다국면라쉬모형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국면들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도록 변형된 모형으로, 평가 도구의 등급 조절 또는 평가 영역 및

과제의 유형, 수 조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장소영·신동

일, 2009). 수험자, 평가자, 과제가 어떤 수준에 놓이게 되는지 동시에 분

석하기 위해 로가리듬(logarithm)의 등간 척도(interval scale)를 사용한

로짓 범주(logit scale)로 나타낸다. 또한 각 국면들은 표준 오차

(standard error)와 적절 통계치(fit statistics)를 고려하여 측정된다

(McNamara, 1996). 김성숙(2001)에서는 다국면라쉬모형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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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일반화가능도이론에 근거한 타당화

일반화가능도이론은 측정의 과정 및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개념적 틀

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전검사이론(classical measurement theory)을 극복

한 이론이다. 고전검사이론에서 측정의 신뢰도는 관찰 대상의 검사결과

와 관찰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게 기록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측정 상황에서의 여러 오차 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김

성숙·김양분, 2016). 고전검사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인 단순한 채

점자 간 신뢰도나 내적일관성 신뢰도만으로는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인의 영향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평가를 실시할 때 수

다국면라쉬모형

측정이론의

근거
잠재특성 모형(latent trait model)

연구 질문
측정 상황의 오차를 배제한 후 개별 피험자 능력 추

정값은 얼마인가?

연구 목적

·개별 피험자 능력추정에 미치는 오차 효과 통제함

·각 국면효과 배제 후 능력 추정하고자함

·다국면 측정상황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모형 탐색

하고자 함
연구

설계/모형

·국면 : 모형(공식) 내 고유 변인으로 정의

·모형 :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모형 내 모수치 추정값

·각 효과의 신뢰도 및 카이제곱검정

·모형 모수추정값 분포도

결과 활용
·개별 피험자에 대한 독립적 선형정보 제공

·오차배제 후 피험자 능력 추정정보 제공

분석 방법의

제한점

·다국면 모형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 불충분

·분리신뢰도 계수 해석의 오해가능성

[표 6] 다국면라쉬모형 분석틀 (김성숙, 2001: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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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말하기 능력 외에도 평가자, 과제, 평가 실시 절차와 같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영식·신상근, 200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일반화가능도이론은 측정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중다오차요인(multiple sources of error)을 동시 분석하고, 측정점수

에 대한 오차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측정하여, 일반화가능도계수와

함께 평가 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측정조건(수준)을 제

시한다 (김성숙·김양분, 2016).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하여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평가 과제나 영역 또는 채점자 등 결과에 변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국면(facet)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각 단면들이 얼마나 시험 점

수의 편차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신동일, 2001).

일반화가능도이론은 일반화연구(generalizabilitiy study)단계와 결정연구

(decision study) 단계로 이루어진다 (Bachman, 1997; Cronbach, Gleser,

Nanda, Rajaratnam, 1972; Shavelson, Webb, Rowley, 1989). 일반화연구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관찰의 전집4)(universe of admissable

observation)과 관계있는 조건들의 분산성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과정이

다 (김성숙·김양분, 2016). 다시 말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밝혀내 각 요인들이 영향을 준 정도를 밝혀내는 단계이다 (이영식·신상

근, 2004). 일반화연구를 통해 얻은 분산성분 추정값을 토대로 하여 결정

연구 단계에서는 측정 대상, 일반화 전집의 정의에 근거해 전집점수 분

산과 오차점수 분산, 일반화 가능도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의

정보를 제공한다(김성숙·김양분, 2016). 이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일반

화 할 수 있는 정도를 밝혀내고 각 국면의 조건을 변화시키며 가장 일반

화가능도계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산출되는 최적의 측정 조건을 분석

4) 일반화가능도이론에서 전집(universe)의 의미는 모집단(population)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모집단은 표집단위가 측정대상이다. 그러나 G이론에서 ‘전집’은

‘측정대상의 측정조건들에 대한 일반화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찰 전집은

연구 목적과 실용적 관심을 토대로 오차요인을 이루는 하나 이상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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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영식·신상근, 2004). 김성숙·김양분(2016)에서는 일반화연구와 결

정연구의 진행 단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화연구 단계에서는, 먼저 측정상황의 조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형태가 교차(crossed)모형인지, 내재(nested)모형인지 정하여 분산분석설

계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분산분석 결과 얻어진 각 변산원의 제곱평균

(Mean Square)으로 관찰 점수 분산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분산성분

(variance component)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화연구(G연구)의 설계 모

형과 계산과정에서 분산분석의 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Brenna(198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분산분석의 목표가 F검정통계량에 대한 유의성 결정

에 있다면, 일반화가능도이론에서 분산분석의 활용은 각 변산원의 제곱

평균을 기준하여 각 국면의 분산성분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오차분산성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각 오차원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측정의 일반화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

고, 결정연구 설계의 조건을 근거로 활용한다(김성숙·김양분, 2016;

19-20).

일반화연구 단계의 결과를 활용한 결정 연구 단계의 진행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결정연구(D연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반화 전집(universe of generalization)을 규정하는 것이다. 허용

가능한 관찰의 전집 중에서 연구자 관심에 따라 모든 조건 또는 일부조

건을 포함시켜 일반화를 원하는 전집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화가능도계수를 산출한다. 일반화가능도계수는 관찰점수분산에 대한 전

집점수 분산의 비율로서,

 

 






 전집전수분산 
 오차점수분산 신뢰도

계수의 정의와 같다. 하지만 고전검사이론에서의 진점수 분산은 일반화

가능도이론에서는 일반화 가능한 선택적 전집점수(universe score)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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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차점수분산은 여러 국면에서 추정된 독립적인 오차점수(error

score)분산의 합 
  

 
 

 ⋯
 으로 표현된다. 단, 일반화가

능도계수는 상대오차분산을 오차분산으로 하는 상대결정에 의거한다. 마

지막으로 각 측정국면의 조건을 제시해주어 일반화가능도계수를 상향할

수 있다. 즉 오차분산의 각 국면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일반화가능도계수

를 적정 수준으로 산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각 국면의 수

를 증가시키는 기준은 독립적인 오차점수 분산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오

차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부터 늘려주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김성숙·김양분, 20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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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타당화를 위한 연

구 절차 및 방법

1. 평가 도구의 구성

1.1. 평가 참여자

1.1.1. 수험자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는 예비 평가를 거쳐 시행하였다. 예비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는 10명이며 본 평가에는 4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이

들은 모두 결혼, 근로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영주 또는 귀화하고자 하는

한국어 학습자이다. 본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

관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32명, 근

로자 3명이다. 그 외에 사업, 유학으로 인한 이민자가 5명 있었는데 공통

적으로 이들의 최초 이주 사유는 결혼이다. 본 평가에 참여한 수험자의

정보는 아래 [표 7]와 같다.

연령 이주목적 국적 체류기간

20대 12 결혼 32 베트남 18 1년 미만 7
30대 19 근로 3 중국 8 1-3년 5

40대 6 사업 1 캄보디아 4 3-5년 10

50대 3 기타 4 일본 3 5-7년 3

성별 한국어 숙달도 수준5) 태국 3 7-10년 9
여 35 초급 20 필리핀 2 10-12년 2

남 5 중급 20 미국 1 13-15년 0

　 　 미얀마 1 15-18년 4

[표 7] 수험자 정보

5) 본 연구의 평가에 참여한 수험자는 학습 지역과 기관이 다르고 기관마다 운

영 방식과 단계 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수업 참여

단계에 따라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 기관의 3

단계 이하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면 초급, 4단계 이상의 수준일 경우에는 중급으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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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평가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현장에서 평가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3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사회통합프로

그램, 다문화지원센터, 대학교 언어교육기관 등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평가자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실

제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말하기 평가와 다른

교육 기관에서의 말하기 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전공 학위 한국어 교육 경력
평가자

훈련

사회통합

프로그램

말하기

평가 경력

평가자1
한국어

교육학

박사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4년,

다문화지원센터 1년,

한국어 방문교육 1년,

대학교 언어교육기관 2

년

이수 7회

평가자2
한국어

교육학

박사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2년,

다문화지원센터 9년
이수 6회

평가자3
한국어

교육학

박사

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6년,

대학교 언어교육기관 3

년, 외국인 학부생 대

상 강의 2년, 세종학당

1년

이수 10회

[표 8] 평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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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 과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는 유일한 말하기 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의 구술시험의 유형을 분

류하여 분류하였다. 이어서 유형 분류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시험의 대표적인 과제 유형의 견본을 활용하여 말하기 평가 과제를 구성

해보았다.

1.2.1.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과제 유형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말하

기 과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구성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6)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중’으로 통일되어 있

사전

평가

단계평가

중간

평가

종합평가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영주용 귀화용

평가 유

형

숙달도평가

+배치평가
성취도평가

평가 목

적
단계 배정

진급 여부

결정

한 국 어 과 정

이수 여부 결

정

영 주

자 격

평가

국적 취

득 자격

평가

출제

범위

1-5

단계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1-4단계

난 이 도

배열6)

전체 문항

‘중’으로 배

정

하(30%),

중(40%),

상(30%)

전체 문항

‘중’으로 배정

전체 문항 ‘중’으로

배정

필

기

시 험

시간
60 30 50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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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들 평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1-4단계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분)
문 항

수
50 20 30 40 40

구

술

시 험

시간

(분)

10 10 10 10 10

문 항

수
5 5 5 5 5

진 행

방식

(면접

관:수

험자)

2 : 5 2 : 5 2 : 2 2 : 2 2 : 2

평 가

항목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

주 요

평 가

요소

한글 자모의 정확한 음

가와 음운변동 인식 및

사용

간단한 묘사(기술), 실

용적 대화로부터 논리

적 담화 구성 및 구술,

논리적 대화 등의 수준

구어 사용에 있어 과제

와 기능, 내용과 맥락,

정확성, 담화 유형 등의

기준에 맞춘 평가

구어 사용 능력과 함께

구어 이해 능력인 듣기

간단한 묘사(기술), 실용적 대화로

부터 논리적 담화 구성 및 구술,

논리적 대화 등의 수준

주제 관련한 비교, 토론, 비평 등

비교적 전문적인 구어 능력의 수

준

구어 사용에 있어 과제와 기능,

내용과 맥락, 정확성, 담화 유형

등의 기준에 맞춘 평가

구어 사용 능력과 함께 구어 이해

능력인 듣기 능력을 적절하게 평

가하여 평점 부여에 적용함

종합평가의 경우 한국 사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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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은 중급 수준의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2017b)에서 제시한 구술시험의 구성을

평가 과제의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이 추출된다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전체 난이도가 설정되는 만큼 각

단계의 기준에서 볼 때 중간 수준 난이도의 문제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2017b).”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하여 평점 부여에 적용

함

해 수준,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

와 자유 민주주의적 신념 등을 일

부 포함함

[표 9]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체계 (법무부, 2017a; 법무부, 2017b)

문항 유형

사

전

평

가

단계평가 중

간

평

가

종합평

가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영

주

용

귀

화

용

텍스트 읽기 ● ●

텍 스

트 내

용 말

하기

● ● ● ●
설명하기 ●

내용 관련 일반적 말하기 ● ●

텍 스

트 관

련 말

하기

개인경험 말하기 ● ●

논리적 말하기 ●

비교 등의 기능을 포함하

여 논리적 말하기
●

텍 스

트 관

련 대

개인 경험 ●

비교, 분석, 평가 형식의

대화
●

한국 사회 이해 영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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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 외의 한국 사회와 관

련한 상식을 요구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화 하

기

연관하여 비교, 분석, 평

가 형식의 대화

주 제

관 련

말 하

기

문화 비교 포함 ● ● ●
개인 경험 ● ●

질문에 대한 논리적 구술 ●

한국문화와 관련한 질문

에 대한 논리적 구술
●

특 정

주 제

관 련

논 리

적 말

하기

한국사회 이해 영역과 관

련한 다양한 언어 기능을

사용한 구술

●

주 제

관 련

대 화

하기

다양한 기능 구사 ● ● ●

설명하기 ●

비교, 토론 형식의 대화 ● ●

소재/

상 황

서술/

설 명

하기

● ● ●
문화비교 ●

논리적 구술 ●

소재/상황 묘사하여 말하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

와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에 대한

말하기

●

[표 10]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별 문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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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항의 유형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과정인 0∼4

단계를 넘어 한국사회이해 교육 과정인 5단계를 이수해야만 수행이 가능

한 문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항을 선별 시 종합평가의 영주용, 귀화

용 문항 중 일부는 한국어 숙달도 평가를 넘어 한국 영주 또는 국적 취

득 자격을 평가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종합평가의 일부 문

항은 본 연구의 말하기 모의 평가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는 과제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텍스트 활용 과제, 주제 관련 과제, 소재/상황 활용 과제. 먼저, 텍

스트 활용 과제는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거나, 텍스트를 읽고 내용에 대

해 말하는 과제의 유형이다. 법무부(2017b)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표

9]에서와 같이 하위 열 가지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문항 명칭만 달리할 뿐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문항이 있다. 사전평가와

1단계평가의 ‘텍스트 내용 말하기’와 3단계평가의 ‘텍스트 내용 말하기-

설명하기’는 텍스트를 읽고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유형으로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3단계평가에서 ‘텍스트 내용 말하기’ 과제는 텍스

트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평가와 1단계평가의 동일한 명칭

의 과제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텍스트 관련 ‘말하기’ 과제와 텍스

트 관련 ‘대화하기’ 과제의 유형은 명칭만 달리할 뿐 세부 문항 유형은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이 평가자가 질

문을 하고 수험자가 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다른 수험자와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유형 모두 텍스트 관련 ‘말

하기’과제로 통칭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 경험’말

하기 과제는 주제 관련 과제에도 등장하는데, 이 유형은 텍스트의 내용

과 관련되기보다는 텍스트의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담

화를 요구하는 문항으로 주제 관련 과제의 하위 문항으로 분류한다.

주제 관련 과제 또한 텍스트 관련 과제와 마찬가지로 ‘주제 관련 말하

기’와 ‘주제 관련 대화하기’로 나뉜다. 이 또한 텍스트 관련 과제처럼 명

칭만 달리할 뿐 모두 ‘주제 관련 말하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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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제 관련 말하기’의 하위 문항인 ‘문화 비교’, ‘개인 경험’ 과제는 2

단계평가에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제시되지만 중간평가에서는 한 문항으

로 통합되어 제시되기도 하여 하나의 과제 유형으로 본다. ‘질문에 대한

논리적 구술’, ‘비교, 토론 형식의 대화’ 또한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말하기를 요구하는 과제로 같은 유형의 다른 명칭을 가

진 문항이다. ‘다양한 기능 구사’과제와 ‘설명하기’과제는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대화를 구성해야하는 일종의 역할놀이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주제 관련 논리적 말하기’ 과제는 종합평가 귀국용에만 등장

하는 것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도 함께

요구하는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소재/상황 관련 과제는 모두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시각 자료를 보고

묘사하기, 설명하기, 문화 비교, 논리적 구술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소재/

상황 관련 과제를 구성한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분류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항 유형

텍스트 활용 과제
텍스트 주제 설명하기

텍스트 내용 설명하기

주제 관련 과제
개인 경험(문화 비교 포함)

다양한 기능 구사 (설명하기 포함)

소재/상황 활용 과제
묘사·설명하기
문화비교

논리적 말하기
비교, 분석, 평가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논리적

말하기

[표 11] 이민자 대상 말하기 숙달도 평가 문항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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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평가 과제의 구성

[표 10]에서의 과제 분류와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의 예시7)를

참고하여 제작한 예비 평가 과제는 총 7문항으로 아래 [표 12]과 같다.

아래 문항을 활용하여 수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평가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표 13]를 본 평가의 문항으로 사용하여 40

명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방식은 연구자가 수험

자와 면대면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녹음하였고 이는 평가자에게

전달되었다.

7) 부록1

유형 문항

텍스트 읽기

1. 소리 내어 읽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해보세

요.

제 이름은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일합니다. 가족들은 일

본에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하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 이렇게 모두 네 명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아

주 좋아합니다. 특히 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텍스트 내용

설명하기
2. 타나카 씨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개인 경험(문화

비교 포함)

3. 씨 가족은 몇 명입니까? 가족에 대해 말해

보세요.

다양한 기능

구사

4. 다음 메모를 보고 친구와 약속해 보세요.

친구와 같이 부산에 갈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10시,

서울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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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 실시 후, 7번(논리적 말하기)문항

을 수정하였다. 7번 문항(논리적 말하기)의 경우에는 문항에 사용된 어휘

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되었다. 7번 문항에 등장하는 어휘인 ‘환

경’과 ‘오염’을 국립국어원에서는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어휘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수험자와 같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인 『이

묘사·설명하기

5.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어디입니까?

2) 무엇을 합니까?

3) 씨는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비교

6.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 무슨 날입니까?

2) 씨 나라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

요.

논리적 말하기
7. ‘환경오염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

요.

[표 12] 예비 평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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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를 살펴보면 ‘환경오염’ 관련 어휘는 교재의 상급 수준인 ‘중급2’권의 말

미인 16단원 ‘환경 보호’에 최초로 등장한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도 아직 이 단원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

았을 경우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의 [표 15]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평가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급 수준에 맞춰져있다. 해당 어휘가 중급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급 수준의 학습자가 이 과제를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해당 문항의 어휘를 보다 친숙한

주제인 ‘인터넷’ 관련 어휘로 수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 평가에서 사용한 문항을 아래 [표 18]와 같이 수정하여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형 문항

텍스트 읽기

1. 소리 내어 읽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해보세

요.

제 이름은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일합니다. 가족들은 일

본에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하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 이렇게 모두 네 명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아

주 좋아합니다. 특히 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텍스트 내용

설명하기
2. 타나카 씨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개인 경험
3. 씨 가족은 몇 명입니까? 가족에 대해 말해

보세요.

다양한 기능

구사

4. 다음 메모를 보고 친구와 약속해 보세요.

친구와 같이 부산에 갈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10시,



- 57 -

서울역 앞

묘사·설명하기

5.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어디입니까?

2) 무엇을 합니까?

3) 씨는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비교

6.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 무슨 날입니까?

2) 씨 나라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

요.

논리적 말하기

7.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인터넷에는 어떤 장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인터

넷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표 13] 본 평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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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 기준

1.3.1.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기준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 채점에서 사용할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해, 먼저

국외의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평가 척도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평가 기준은 대부분이 비공개이며, 공개라 하더라도 각

채점 척도에 따른 세부적인 기술은 비공개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평

가에서는 3-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원미진·황지유, 2018).

평가 기준의 유형을 살펴보면 TOEFL과 ESPT가 각각 총체적인 평가

와 분석적인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가

에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TOEIC
TOE

FL
ESPT General PTE

G-TE

LP
HSKK

P a r t Ⅰ ~

PartⅣ

0 ~

3
0~4

Part1~

Part2
0~4

대 체 로

0~3/ 0~5
0~4

상, 중,

하

PartⅤ~Part

Ⅵ

0 ~

5

Part4~

Part8
0~5

[표 14]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 척도 비교

(원미진·황지유, 2018)

TOEIC TOEFL ESPT G-TELP TSC
평가

방식

분석적

+총체적
총체적 분석적

총체적

+분석적

총체적

+분석적

[표 15]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평가 방식(원미진·황지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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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는 대부분이 어학 교육 기관에

서 사용되는 성취도 평가이며, 학문목적 말하기 평가(koSTAP)와 한국어

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는 개발 중에 있다 (민병곤·이성준, 2016; 민병곤

외, 2017; 원미진, 2018).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공식적인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성취도 평가의 기준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개발 단계에 있는 평가 도구의 평가 기준 개발 과정과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은 확인이 불가하다.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

시험도 평가 기준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평가

제작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포함한 평가 도구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

램 구술시험의 평가자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기준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 구인과 평가 기준의 유형을 살

펴보기로 한다.

평가의 구인은 모든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

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이다. 한국어 과정인 사전평가와 단계평가의

경우 한글 자모에 대한 인식 및 사용, 구어 사용 능력, 구어 이해 능력을

주요 평가 요소로 하고 있지만, 중간평가를 넘어 고급 단계로 갈수록 보

다 복잡한 구어 능력인 논리적 담화 구성 능력, 비교, 토론, 비평 등의

전문적인 구어 능력을 주로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귀화 자격이나 영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종합평가에서는 한국어 구어 능력과 함께 한

국 사회 이해 수준,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자유 민주주의적 신념 등

과 같은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이미향·서혁·김호정(201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 구

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먼저, 발음에 대한 분석이다. 국외의

외국어 시험에서 전달력, 이해 가능 정도, 발음, 억양, 리듬, 속도, 발화의

경제성, 모국어 간섭 정도를 평가한다. 그런 반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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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시험에서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확인하는 것을 발음의 평가 기준으

로 하고 있으며, 개별 단어에서의 발음, 문장 속에서 음운 규칙 적용, 적

절한 휴지와 자연스러운 억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어휘와 문법에 대한 분석이다. 국외의 말하기 평가에서는 사용

의 폭, 정확성, 언어 사용, 적절성,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문맥

상황에의 적절한 사용을 어휘 구인의 세부 내용으로 보았다. 어법의 세

부 내용으로는 언어 사용, 모국어 간섭, 품사, 시제, 어순의 배열, 숙달도

수준에 맞는 어법 구사 등이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어휘와 문

법을 사전평가, 단계평가, 3단계평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어휘와 문법

은 주제, 소재, 상황과 관련하여 말하기의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취도 평가인 3단계평가에서는 학습한 어휘와 표현의 활용 여부를 확인

하였고, 그 외의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정확성과 유창성에 관한 분석이다. 정확성은 문법과 문장 구

조의 정확한 사용으로 평가되며, 유창성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기준에서는 정확성을 명시하지

않은 단계는 있으나 유창성을 명시하지 않은 단계는 없다.

마지막은 내용 관련 평가 구인에 대한 분석이다. 국외 말하기 평가에서

‘내용’을 내용 관련성, 내용 완성도, 응집성, 주제 전개, 주제 전개 능력

등으로 기술한 반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는 이를 담화 구

성력과 논리적 구성 능력으로 보았다. 주로 텍스트 내용 말하기, 개인 경

험 말하기, 비교 및 분석하기, 서술 및 설명하기 등의 평가 항목에서 내

용 구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용의 응집성, 주제 전개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용 생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평가자들에게 제시되는 평가 기준의 유형과 구성을 살펴본다.

평가자에게 제공되는 평가 기준의 형태는 아래와 같은 0-5점 척도의 총

체적 평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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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채점척도는 수험자의 발화를 듣고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 총체적

인 점수를 주는 채점 방식으로, TOEFL에서 사용하는 평가 척도이다. 이

는 채점을 빠르고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점 결과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채점자 간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은하, 2007). 이에 비

해 분석적 채점척도는 평가 구인별로 각각 점수를 제공하여 총체적 채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채점자 훈련이 용이하며 채

점자에게 부담이 덜하여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외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에서는 대부분

총체적 평가와 함께 분석적 평가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적인 인

상 평가와 동시에 각 구인별 평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구인의 평가와

진단적인 평가 결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평가 구인

으로 삼고 있는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의 평가 양상을 다각

평가 기준 배점

우수함
내용이 풍부하고 한국어 사용에 거의 문제가 없어

서 과제 수행이 매우 양호함
5

매우 양

호함

내용에 부족함이 없고 한국어 사용에 큰 문제가

없어서 과제 수행이 양호함
4

양호함
내용이 부족하거나 한국어 사용이 불안정하여 과

제 수행이 미흡함
3

부족
내용이 부족하고 한국어 사용이 다소 불안정하여

과제 수행이 매우 미흡함
2

매우 부

족

내용이 부족하고 한국어 사용이 다소 불안정하여

과제 수행이 매우 미흡함
1

불가능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결여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함
0

[표 16]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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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총체적 평가 기준과 함께 분석적 평가 기

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는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

램 구술시험의 채점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적 채점이 가능하도록 채점지

를 구성하여 채점자에게 제공한다8).

1.3.3. 평가 기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 평가자에게 제공

하는 총체적 평가 기준과 함께 별도의 분석적 평가 기준을 사용했다. 분

석적 채점 척도의 기준으로는 박동호 외(2012), 우창현 외(2015)9)를 수정

하여 인용한 김경선(2017)을 참고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은 평가 기준을 세목화하여 적절성을 갖

추고는 있으나, 유럽공통참조기준과 같은 이민자의 한국어 사용역에 대

한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설정된 기준표라는 한계가 있다(이미향·서

혁·김호정, 2018).유럽공통참조기준은 언어교육의 공통 기반을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유럽의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안되어 6단계 척도

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요목과 평가는 여러 국가, 여러 언어에 적용이 가

능하며 언어 성취도와 숙달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김윤

주, 2013). 다만, 이 기준은 유럽 내 사용 언어를 대상으로 고안된 것이

므로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의 초기 연구 중 공개된

박동호 외(2012), 우창현 외(2015), 김경선(2017)에서 제시한 한국어 말하

기 숙달도 평가의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박동호 외(2012)는 CBT/IBT형식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목적으

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말하기 평가의 구인을 전반적 능력, 어휘/문법,

발음, 내용, 조직으로 설정하고 수준별로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기준표

를 제시했다. 박동호 외(2012)의 후속 연구인 우창현 외(2015)에서는 이

8) 부록2

9)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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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하여 한국어 말하기 평가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고, 김경선(2017)

은 이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면대면 인터뷰 평가

방식과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으로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자들에게

는 위 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적 채점 기준을 수정 인용하여 제공하고

채점 시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기록표10)에 각 구인의 점수를 각각

기입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는 구술 시험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실제 평가자로써의 경

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

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자료에서 제시한 평가 구인과 총체적 평가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였다.

10)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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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배점
평가 구인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

우수함 5

-표현의 의도를 살

려 억양, 강약, 속도

를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매우 명료하고 자

연스럽게 발음한다.

-대부분의 고급 어휘

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추상적, 전

문적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풍부한 어휘와 문법

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형을 완전

히 사용한다.

-연결어미나 접속부사

등을 사용해 절이나

문장을 완전하게 발화

한다.

-비교적 긴 발화에서

도 자연스럽게, 힘들이

지 않고, 막히지 않으

며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생각한 것이나 적절

한 예 또는 설명에 대

한 정확한 표현을 찾

기 위해서만 일시적으

로 발화를 멈춘다.

-과제에 맞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

적으로 표현한다.

-문단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조

직적으로 구성한다.

-다양한 의사소통 전

략을 활용하여 이야기

를 일관성 있게 구성

한다.

매우 4 -발음과 억양이 대 -대부분의 중급 어휘 -거의 힘들이지 않고 -과제에 맞게 근거를

[표 17]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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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함

체로 자연스럽다.

-적절한 속도를 유

지하면서 의미 전달

력이 높게 말한다.

-의도를 살려 문장

의 억양과 어조 등

을 나타낼 수 있다.

를 사용하고 한정된

고급 어휘도 섞어 사

용한다.

-자주 쓰이는 개념 어

휘, 관용어, 속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문형을 충분

히 사용할 수 있다.

-연결어미나 접속부사

등을 사용해 절이나

문장을 효과적으로 연

결 지어 말할 수 있다.

-용언의 형태소와 시

제를 오류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수식어, 연결어니만

접속부사의 사용에 있

어서도 오류가 나타나

즉흥적으로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단, 개념적으로 어려

운 주제는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완

벽하지는 않다.

-문단을 확장하여 여

러 문단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지만 논리 비약

이 다소 존재한다.

-다소 길고 복잡한 말

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시켜 가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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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양호함 3

-적절한 속도를 유

지하면서 발화한다.

-발음과 억양에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해 가

능하게 발화한다.

-중급 수준의 어휘를

상당히 사용한다.

-중급 수준의 조사와

어미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문형을 제한

적이나 자신 있게 사

용한다.

-높임법을 큰 어색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즉흥적으로 의사소통

을 할 수 있으며, 비교

적 길고 복잡한 발화

에서도 그렇게 힘들이

지 않고 유창하게 표

현할 수 있을 때가 많

다.

-비교적 일정한 속도

를 유지함 말할 수 있

다. 경우에 따라 구조

나 단어를 찾기 위해

머뭇거려도 오래 멈추

지는 않는다.

-과제에 대해 일반적

인 내용으로 적절히

말한다.

-과제에 맞게 근거를

제시하지만 내용은 충

분하지 않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

결 방안을 제시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어느 정도 복잡한 구

성의 문단을 구사한다.

-간단한 문단을 연결

할 수 있다.

부족 2

-어색한 발음과 억

양이 나타나지만 의

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초급 어휘

와 한정된 중급 어휘

를 사용할 수 있다.

-시제, 종속적 연결어

-발화를 구성할 때 약

간의 문제로 멈추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 없이

-과제에 대해 정형화

되거나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말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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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함, 더듬거림,

휴지 등이 나타나난

의사소통을 방해하

지 않는다.

미, 피동표현, 사동 표

현, 높임법과 같은 문

법 표현을 적정 수준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을 부연하거나

자신의 논점을 나타낼

때에는 여전히 어휘,

문법, 적절성의 오류가

나타난다.

성공적으로 발화를 계

속할 수 있다.

- 비교적 오랫동안 자

유롭게 이야기할 때

표현을 문법이나 어휘

적으로 구성하거나 수

정하기 위해서 발화를

멈추는 경우가 있지만,

자주 중단하지는 않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

할 수 있다.

황에 대해 의미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

하는 경향이 있고 내

용을 전개시키지 못한

다.

-단순한 문장을 연속

적으로 발화한다.

- 경우에 따라서 둘

이상의 문장을 연결하

여 사용한다.

매우

부족
1

-발음과 문장의 억

양이 명료하지 않지

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

한다.

-화자가 수행한 발

-한정된 어휘나 문법

을 사용할 수 있다.

-한정된 문형을 반복

적으로 사용한다.

-수행된 발화에서 어

휘나 문법 오류를 빈

-자주 멈추며 발화를

새로 시작하거나 표현

을 바꾸어서 말을 해

야 하지만, 짧은 발화

에서는 하고 싶은 말

을 할 수 있다.

-과제에 대해 답하나

내용이 단순하고 빈약

하다.

-개인적이며 친숙한

내용에 대해 겨우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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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청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의사소통

이 가능한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다.

-주저함, 더듬거림,

휴지 등이 자주 나

타난다.

번히 범한다.

- 말이 자주 막혀서

발화를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친숙한 주제에

관한 표현을 짧은 대

화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발화할 수 있다.

-단순한 표현이나 문

장을 사용하여 담화를

조직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불가능 0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과 억양으로 말

한다.

-기초적인 어휘나 문

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적절한 표현을 찾거

나 익숙하지 못한 단

어를 발음하거나, 혹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회

복시키기 위해 많이

멈춘다.

- 질문에 답하지 못한

다.

-발화의 내용이 과제

와 관련이 없다.

-발화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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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말하기 평가 결과에 대해 정량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활

용하는 혼합 연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말하기나 쓰기 평가와 같은

수행평가의 양적 타당화 도구인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양적 타당화 도구를 통한 분석은 각 단

면의 측정값과 적합도를 제시하고 오차요인의 영향력과 최적화 조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그렇

지만 말하기 평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적 연구만으

로는 평가 참여자가 겪는 경험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까지는 불가능하다

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평가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

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양적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마흔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를 세 명의 평

가자가 평가한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분석

하였다. 본격적인 평가 결과 분석에 앞서 문항내적신뢰도와 타당도의 필

수 조건인 평가자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채점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채점

타당도의 하위 영역으로 평가자 신뢰도와 평가자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평가자 신뢰도는 세 명의 평가자 간의 일치도인 평가자 간 신뢰도와 평

가자 개인의 내적 신뢰도인 평가자 내 신뢰도를 크론바흐알파(Cronbach

⍺)를 통해 확인했다. 평가자 적합도는 다국면라쉬모형의 평가자 국면

출력 정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른 두 명의 평가자와 일치도

와 엄격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한 명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제외하

여 일치도 격차를 좁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다국면라쉬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여러 단면에서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분석에 다국면라쉬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항특성곡선으로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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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측정 단면의 분포도와 각 단면의 출력 정보를 통해 적합도

를 확인했다.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서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차 요

인과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다음으로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평가의 조건을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일치도계수

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2.2. 질적 분석 방법

앞선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한 양적 타당화 연구에서

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요인과 그 영향력, 그리고 평가의 최

적화된 조건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평가 결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으나 평가

과정에서 참여자가 겪는 경험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 세 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

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모든 평가가 종료된 후 양

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의 질문11) 주제는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가자 신뢰도, 평가 도

구의 보완점이다. 평가 과제 영역에서는 과제의 적합도 경향에 대한 견

해와 수정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평가 기준 영역에서는 판단에 어

려움이 있었던 구인과 그 이유, 각 구인에 대한 판단에서의 어려움과 그

이유, 총체적 기준과 분석적 기준의 사용에 대한 견해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평가자 신뢰도 영역에서는 평가자 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견해를 알

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평가 운영 전반의 보완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보

았다.

11)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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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타당도 분석

1. 평가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

1.1. 1차 타당도 분석

본 평가의 타당도 검증에 앞서 평가자에 의한 평가 결과가 적절한 것인

지 분석하여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자의 엄

격성과 일관성은 평가 결과의 등급 편차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평가자 간 내부 일관성이나 신뢰성은 언

어 수행 능력 평가 도구의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

야 할 요소이다 (신동일, 2003).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면

수험자의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평가 기준, 평가 과제, 평가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향,

2013).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평가 과제의 내적타당도를 크론바

흐알파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평가자 간에 평가 결과가 일치

하는 정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채점자

단면 출력 결과를 통해 본 평가 결과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외시

켜야 할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볼 것이다.

1.1.1. 평가 과제의 내적타당도 분석

평가의 타당화에 앞서 말하기 평가를 구성하는 과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과제 자체의 타당도를 확보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통해 각 평가 영역이 얼마나 일관되게

평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내적일

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aliablity)란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 검

사, 또는 문항 간의 일관성 정도를 말하며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 검사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나

타낸다 (성태제, 2002; 99).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위해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일곱 가지 문항에 대하여 네 가지 평가 영역인 발음,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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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에 걸쳐 크론바흐알파(Cronbach α)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네 영역에서 신뢰도 계수가 .95 이상으로 높았으며

전 영역에 걸친 신뢰도는 .989로 매우 높았다. 이는 곧 본 연구의 평가에

서 사용한 일곱 가지 문항이 수험자의 능력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2. 평가자의 채점타당도 분석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평가의 타당성

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가자 신뢰도를 확인해본다. 평가자 신뢰도는 한

명의 평가자가 여러 명의 수험자에 대해서 일관되게 평가하는 정도를 의

미하는 평가자 내 신뢰도와 여러 명의 평가자들이 서로 일관되게 평가하

는 정도를 의미하는 평가자 간 신뢰도가 있다.

1.1.2.1. 평가자 신뢰도

(1) 평가자 내 신뢰도

평가자 내 신뢰도인 평가자 개인의 일관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평가자

간 신뢰도 또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자 내 신뢰도는 평가자 간

신뢰도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성태제, 2002; 13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 명의 평가자의 평가자 내 신뢰도를 크론바흐알파로 분석하여 보

았다. 그 결과 세 명의 평가자 모두 네 가지 영역에서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전체적인 신뢰도는 세 명 모두 .97 이상으로 매우 높았

다.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 전 영역

.976 .972 .963 .957 .989

[표 18]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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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자 내 신뢰도에서 안정적인 신뢰도 계수를 확보하였으므로 피어슨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인해본다. 상관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은 평가자 간 신뢰도 추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1∼+1의 값으로 나타난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긍정적 관

련성을 나타낸다 완벽히 ‘1’에 가까운 값은 실제적으로 이뤄내기 어려우

나 0.8∼0.9 범위에 있는 값은 흔히 좋은 상관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0.5

∼0.6범위에 있는 값들은 약한 상관으로 간주한다 (Luomo, 2004).

[표 2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평가자1과 평가자3이 상관계수(.81)는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평가자1과 평가자2, 평

가자2와 평가자3의 상관은 각각 .614, .619로 다소 낮은 상관을 보이고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 전 영역
rater1 .928 .963 .959 .943 .984

rater2 .989 .986 .978 .977 .995

rater3 .935 .919 .917 .922 .976

[표 19] 평가자 내 신뢰도 계수

rater1 rater2 rater3

rater1

Pearson 상관 1 .614** .810**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1120 1120 1120

rater2

Pearson 상관 .614** 1 .61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1120 1120 1120

rater3

Pearson 상관 .810** .619**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1120 1120 112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20] 평가자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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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우려될 수준의 낮은 상관은 아니지만

평가자1과 평가자3의 상관에 비하였을 때 평가자2의 평가자 간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평가자 단

면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평가자 적합도 정보인 엄격성 차이와 일관성

을 분석해본다.

1.1.2.2. 평가자 적합도 분석

(1) 문항특성곡선에 의한 모형 적합도 분석

평가의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하는지 적합한 것인지 알아

보는 방법으로 문항특선곡선이 있다. 문항특선곡선은 이론적 문항반응

곡선과 실제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반응빈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관찰된 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신뢰구간 안에 위치한다면 평가 결과

를 라쉬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후 분석

및 논의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동일, 2006).

[그림 5] 평가자 1, 2, 3의 평가 결과 문항특성곡선

[그림 5]의 그래프에서 X축은 ‘수험자 능력 추청치-문항 난이도 추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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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에서 출발하는 중간의 굵은 선은 문항특성곡선이고, ‘x’를 연결한 선

은 관찰치를 이어놓은 선이다. 이 선을 위와 아래에서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얇은 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x’가 95% 신뢰구

간 안에 위치한다면 평가 결과는 라쉬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영·신동일, 2009). [그림 6]에서 관찰치인 ‘x’는 대부분 95% 신뢰구

간 안쪽에 위치해있다. 일부 난이도 추정치 구간에서 신뢰 구간 밖의 ‘x’

관찰값이 발견되어 부분적인 채점 경향은 설명할 수 없기도 하다. 그러

나 신뢰구간 안에 대부분의 관찰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다국면라쉬모형에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2) 평가자 엄격성 및 일관성 분석

본 평가의 평가 결과를 FACET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 평가

자 단면의 출력 결과를 통해 평가자의 신뢰도 정보를 알 수 있다. 평가

자 단면의 출력 정보는 평가자 관리 및 교육과정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면대면 말하기 평가 상황이 대다수인 한

국어 말하기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엄격성과 일관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평 가

자

측 정

값

측정

오 류

값

내적합 외적합 실

제

일

치

도

기

대

일

치

도

제곱평균 표준값 제곱평균 표준값

rater3 -.31 .04 .83 -4.0 .95 -1.0 31.3 35.4

rater1 .06 .04 .90 -2.5 .92 -1.8 33.0 36.8

rater2 .77 .04 1.07 1.6 1.11 2.5 25.2 33.6
평균 .18 .04 .93 -1.7 1.00 -.1

표 준 .55 .00 .12 3.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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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의 엄격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정보는 측정값, 신뢰도, 고정된 카

이검정 값이다. 평가자 단면 출력 정보에서 측정값은 높을수록 평가자가

엄격하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측정값은 관찰 원점수

(Observed Score)를 라쉬모형의 적용으로 변형한 측정치이다. [표 23]을

보면 가장 엄격하게 평가를 한 평가자는 평가자2였음을 알 수 있다. 평

가자3은 가장 관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자1은 그 중간 수준으로 나타

났다. 표 하단의 신뢰도(reliability)는 평가자의 엄격함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높을수록 평가자의 엄격성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신뢰도는 낮을수록 평가자들이 비슷한 엄격성을 띄고 높을수록 엄격

한 정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신동일, 2003).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는 1.00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들의 엄격성은 그 일치도 편차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증으로도 평가자들이 비슷

한 엄격성을 갖고 있는지 검증해볼 수 있다. 모든 평가자들의 엄격성이

같다는 영가설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카이제곱 값은 427.0이며 p

값은 .00이었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통해 추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카이

검정의 영가설을 기각하고 평가자 집단의 엄격성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자의 일관성은 평가자의 적합도 지수와 일치도(Agreement)를 통해

알 수 있다. 적합도 지수는 내적합 지수와 외적합 지수로 나뉘는데 외적

합 지수는 바깥점을 포함하는 값이기 때문에 내적합 지수를 근거로 하는

판단이 더 안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가자의 내적합/외적합 제곱

평균을 보면 세 명의 평가자 모두 적합도 지수가 0.5에서 1.5의 범위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평가가 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편차

고정된 카이검정 427.0 d.f. 2 유의도 .00

무선 카이검정 2.0 d.f. .16 유의도 .16
분리도 14.52 신뢰도 1.00

실제일치도 29.8% 기대일치도 35.3%

[표 21] 평가자 단면 출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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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점자의 일관성에 대한 또 다른 정보인 실제 일치도(Exact

agreement)와 기대 일치도(Expected agreement)를 살펴보면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표 하단의 실제 일치도 값과 기대 일치도 값을 통해 모

형이 기대한 전체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 일치도

는 평가자들 사이에서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기대 일

치도는 모형에 의해 추정된 기댓값이라는 의미이다. [(실제 일치도-기대

일치도)/(100-기대일치도)]의 공식을 통해 산출하여 평가자 간의 평가 일

치도가 라쉬 측정치의 기대 일치도와 같을 경우 0로짓이 산출되며 ‘-’값

을 보일 경우는 예측된 평가자 간 일치도에 비해 실제 평가자 사이의 평

가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

자의 일치도를 산출해보면–0.085로짓으로 모형에 의해 예측된 평가자

간 일치도에 비해 실제 평가자 사이의 불일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명의 평가자 모두 기대일치도에 못 미치는 실제일치도를 보이

지만 이 중에서도 기대 일치도와 실제 일치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

나는 평가자는 기대일치도와 실제일치도가 8% 가량 차이나는 평가자2이

다. 평가자2의 실제일치도는 25.2%로 다른 평가자에 비해 평가자 간 일

치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확보하여 평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 일치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의 평가자 단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평

가자2의 평가 결과가 다른 평가자와 비교하였을 때 엄격성에 큰 차이가

나며 일관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평가자 2의 평가 결과를 제외

하고 본 평가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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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타당도 분석

1.2.1. 다국면라쉬모형 분석 결과

1.2.1.1. 문항특성곡선에 의한 모형 적합도 분석

평가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평가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항특성곡선으로 판별해보기로 한다. 앞서 채

점자타당도 분석에서 평가자 2의 일관성과 엄격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나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가자 1과 평가자 3의 평가 결과만으로 분

석하여본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관찰치를 의미하는 ‘x’가 95% 신

뢰구간 안에 위치한다면 평가 결과를 라쉬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

하다. [그림 6]에서 관찰치인 ‘x’는 대부분 95% 신뢰구간 안쪽에 위치해

있다. 난이도 추정치 2∼3 구간에서 신뢰 구간 밖의 일부 ‘x’ 관찰값이

발견되어 부분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채점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의 관찰치는 신뢰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자 2를 제외한

평가자 1과 평가자 3의 평가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평가자 1, 3의 평가 결과 문항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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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측정 단면의분포도 분석

본 연구의 네 가지 국면인 수험자, 채점자, 평가 과제, 평가 구인을 동

일 척도 상에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이 분포도는 명시적으로 전체

단면의 난이도 또는 엄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험자의 능력, 평가자의 엄격성, 과제의 난이도, 평가 기준의 엄격

성을 알 수 있다.

왼쪽 첫 번째 열(Measr)은 로짓값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공되는 정보

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이며 평균이 0으로 고

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5에서 6의 범위를 갖고 있다. 0보다 높은 범위

인 양수의 측정치는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하고 낮은 범위인 음수 측정치

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수험자(examinee)

에 대한 정보이다. 두 번째 열의 숫자는 수험자의 번호를 의미하며 이들

을 평가 결과 순위대로 배열한 것이다. 따라서 분포도의 상단부에 위치

한 수험자일수록 말하기 평가 결과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인 수험자는 37번 수험자이며 가장 미숙한 능력을 보인 수험자

는 11번 수험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열은 이들을 ‘*’으로 표기하

여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수험자는 –4∼6의 범위까지 너르

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2∼1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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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r|+examinee       |+examinee|-rater  |-task                |-criteria                               |Scale|
|-----+----------------+---------+--------+---------------------+----------------------------------------+-----|
|   6 +                +         +        +                     +                                        + (5) |
|     | 37             | *       |        |                     |                                        |     |
|     | 38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4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       |        |                     |                                        |     |
|   2 + 3              + *       +        +                     +                                        + --- |
|     | 28             | *       |        |                     |                                        |     |
|     | 31             | *       |        |                     |                                        |     |
|     |                |         |        |                     |                                        |     |
|   1 + 20             + *       +        +                     + accuracy                               +     |
|     | 21 36          | **      |        |                     |                                        |     |
|     | 4  14 32 33 35 | *****   |        | task7               |                                        |  3  |
|     | 16 23 30       | ***     | rater1 | task4               |                                        |     |
*   0 * 2  6           * **      *        * task6               * discourse strategy  frequency          *     *
|     | 10 27          | **      | rater3 | task2  task3  task5 |                                        |     |
|     | 7  25 26 34    | ****    |        | task1               |                                        |     |
|     | 22             | *       |        |                     |                                        | --- |
|  -1 + 5  17          + **      +        +                     + pronunciation                          +     |
|     |                |         |        |                     |                                        |     |
|     | 1  9  15       | ***     |        |                     |                                        |  2  |
|     | 12 18 19       | ***     |        |                     |                                        |     |
|  -2 +                +         +        +                     +                                        +     |
|     | 8  13 29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4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0) |
|-----+----------------+---------+--------+---------------------+----------------------------------------+-----|
|Measr|+examinee       | * = 1   |-rater  |-task                |-criteria                               |Scale|
+--------------------------------------------------------------------------------------------------------------+

[그림 7] 수험자×평가자×과제×평가기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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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열에는 평가자(rater)의 엄격성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다. 수험

자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상위에 위치할수록 엄격한 평가자이다. 앞선 평

가자 분석에서는 평가자 2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

하였을 때는 평가자 1이 평가자 3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열은 평가 과제(task)의 난이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1번 과제(텍스트 읽기)가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7번 과제(논

리적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나타났다. 난이도 순으로 과제 나열

을 하자면 1(텍스트 읽기)<5(묘사·설명하기)<3(개인경험)<2(텍스트 내용

설명하기)<6(문화비교)<4(다양한 기능 구사하기)<7(논리적 말하기)의 순

서로 난이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험자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라기보다는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따른 난이도로, 최소

한 평가 결과에서는 1번이 가장 어렵고 7번이 가장 쉬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열은 평가 기준(criteria)에 따른 곤란도를 척도 상에 나타낸

것이다. 이는 수험자 능력의 편차일 수 있으나 평가 기준별로 달리 나타

나는 평가자의 엄격성의 차이 또는 수험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수월함의

정도이다 (McNamara, 1996). 발음(pronunciation)영역은 정확성

(accuracy), 유창성(frequency), 담화구성능력(discourse strategy)보다 수

험자들이 감당하기 쉬운 영역이거나 평가자가 덜 엄격하게 채점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곤란도가 높은 평가 기준은 정확성이다.

이로 보아 수험자들은 정확성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거나 평가자

가 정확성 영역에 대한 평가에 가장 엄격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마지막 열인 평가 척도(scale)는 평가자가 사용한 평가 척도의 관찰 범

위를 수직의 척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0∼5점 척도를 사

용하여 평가를 하였다. 분포도를 보면 –1∼2로짓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대부분 3점을 받았으며, -2∼-1로짓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2점을, 2∼5로

짓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4점을 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3점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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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보다 4점 이상의 간격이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가자의

점수 부여가 주로 1∼3점 사이에 분포해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7]의 분포도를 통해 평가 전반을 아울러 수험자, 평가자, 평가 과

제, 평가 기준, 평가 척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분포도를 활용하면

평가의 구성 요소를 동일 척도상에서 살펴보아 각 구성 요인에 대한 상

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평가 관계자들은 평가 체계를 수정을 하거나

채점자 교육 등을 위해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말하기 평가를 타당화에 있어 아주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2.1.3. 적합도 분석

앞서 분포도를 통해 말하기 평가의 구성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

다면 다음으로는 각 국면의 정보를 세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수험자 단면

다국면라쉬모형은 능력이 높은 수험자가 낮은 수험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늘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어떠한 수험자든지 어려운 문

항보다 쉬운 문항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가정한다(지은림·

채선희, 2000). 그러나 실제 평가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반하는 결과

가 일반적이다. 수험자 단면의 출력 정보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둔 이론적 모형으로 기대되는 점수와 실제 관찰 점수를 비교하여 적합도

통계치를 제공한다.

수험자 단면의 출력 정보에는 개별 수험자의 능력 추정치인 측정값

(measure), 능력 추정치의 표준오차(Model S.E), 그에 따른 수험자의 문

항 반응 적합도(fit statistics)가 제공된다. 적합도 통계치는 내적합 제곱

평균(Infit MnSq)과 표준값(Zstd), 외적합 제곱평균(Outfit MnSq)과 표준

값(Zstd)으로 나뉜다 (McNamara, 1996). 외적합도 지수는 수험자의 능

력수준에 비해 너무 쉬운 문항을 틀리거나 어려운 문항에 정답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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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같은 예상이 불가한 문항 형태에 예민한 지수이다. 이는 바깥점

(outlier)를 포함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적합도 지수를 통해 적합도를 판단하게 되면 소수의 예상치 못한 문항

반응 형태로 인해 다수의 적합도 문항 지수가 부적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안정된 값인 내적합도 지수를 통해

수험자의 적합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내적합도 지수는 수험자의 능력 수

준과 많이 차이나지 않는 문항의 예상하지 못한 문항 반응 형태에 가중

치를 두는 적합도 지수이다. 1.0을 기준으로 0.5∼1.5 범위 안에 위치하면

적합한 것으로 보며 1.5보다 큰 수험자 반응의 적합도 지수는 부적합

(misfit)한 것으로, 0.5보다 작은 지수를 가진 반응은 모형에 과적합

(overfit)하다고 본다. 내적합과 외적합의 표준값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2 이상일 때는 부적합으로, -2 이하일 때는 과적합으로 판단

한다.

수 험

자

번호

능력

추 정

치

측정

오 류

값

내적합 외적합
Correlatio

n

제곱평균 표준값 제곱평균 표준값
PtM

ea

PtE

xp

29 -2.20 .18 1.75 3.6 1.72 3.4 .40 .53

1 -1.59 .17 2.16 5.2 2.20 5.2 .52 .54

2 -.09 .20 1.68 2.8 1.83 3.1 .46 .47
38 5.60 .27 1.71 3.8 1.88 4.3 -.13 .38

평균 .00 .21 .98 -.2 .98 -.2

표 준

편차
2.01 .08 .36 1.8 .38 1.8

고정된 카이검정 2985.8 d.f. 39
유 의

도
.00

무선 카이검정 38.5 d.f. 38
유 의

도
.45

분리 9.64 분리신뢰도 .99

[표 22] 수험자 단면 출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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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를 보면 4명의 수험자가 적합도 통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9, 1, 2, 38번 수험자는 모두 1.5 이상의 내적합도 지수를 보이

고 있어 이들은 부적합 수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이

네 명의 수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평가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네

명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

다.

[표 22] 하단의 분리신뢰도(seperation reliability)는 과제 난이도의 분포

가 수험자의 능력의 분포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이

다. 신뢰도의 범위는 0-1이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으며 평가 과

제가 수험자의 능력분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수험자 단면의 분리신뢰도는 .99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말하

기 평가에서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는 수험자의 능력으

로 인한 편차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가 결과가 수험자 능

력에 의한 편차를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타

당성을 논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평가자 단면

앞선 평가자 적합도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면대면 말하기 평가

상황이 대다수인 한국어 말하기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엄격성과 일관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평가자 단면 출력 정보의 측정값은 높을수록 평가자가 엄격하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 23]의 측정값을 보면 평가자 1이 평가자 3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하단의 신뢰도(reliability)

는 평가자의 엄격함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높을수록 평가자의 엄격

성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출력 정보에서의 신뢰도는 .98로 평가자

1과 3의 엄격성은 편차가 높은 편이지만 사전 평가자 분석(1.00)에 비해

엄격성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12). 카이제곱 검정을 살펴보면

평가자 1과 평가자 3의 엄격성이 같다는 영가설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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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카이제곱 값은 64.1이며 p값은 .00이었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통

해 추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카이 검정의 영가설을 기각하고 평가자 간

엄격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 가

자

측 정

값

측정

오 류

값

내적합 외적합 실

제

일

치

도

기

대

일

치

도

제곱평균 표준값 제곱평균 표준값

평 가

자3
-.29 .05 1.02 .05 1.00 .0 39.1 43.9

평 가

자1
.22 .04 .94 -1.5 .96 -.8 39.1 43.9

평균 -.04 .04 .98 -.5 .98 -.4

표 준

편차
.36 .00 .06 1.5 .08 .6

고정된 카이검정 64.1 d.f. 1
유 의

도
.00

분리도 7.94 신뢰도 .98

실제일치도 43.9% 기대일치도 39.1%

[표 23] 평가자 단면 출력 정보

평가자의 일관성은 적합도 지수와 일치도를 살펴보면 평가자 1과 평가

자3의 적합도 지수가 0.5∼1.5 범위에 있으므로 평가가 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제 일치도와 기대 일치도를 활용하여 일치도를

추정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실제 일치도-기대 일치도)/(100-기

대일치도)]의 공식을 통해 산출된 값은 -.085로 예측된 평가자 간 일치

12) FACET 프로그램에서 신뢰도 지수가 적절하게 산출되는지 여부에는 의문

이 많다. FACET 후속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가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고 나서 특정 평가자 집단이 참여하여 엄격성 일치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다른 지수와는 다르게 신뢰도 지수 값은 여전히 높은 값으로 산출되어 엄격

성 차이가 크다는 결과를 산출한다 (신동일, 20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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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비해 실제 평가자 사이의 평가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2의 평가 결과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자1과 평가

자3의 엄격성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제시한 평가자 정보를 살펴보면 평가자2를 포함한 세 평가

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의 평가자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평가자

훈련을 통해 평가자로서의 자격을 인증 받아 실제 평가자로 활동 중이

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수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기간의

강의 경력과 말하기 평가 경력이 있다. 평가자의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

여 평가자2를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엄격성 면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평가자 재훈련이 필요하거나 평가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과제 단면

평가 과제 단면에서는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에서 사용한 일곱 가지 과

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쉬모형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제

가 정답 대신 오답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확률을 구하고 이를 로짓으로

변환시켜 문항 난이도의 측정값을 산출한다. 로짓 변환을 거친 측정값은

동간 척도를 이루어 척도 상에서 ‘0’점은 측정값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특정 과제 유형의 난이도가 다른 과제 유형보다 어려운 비율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가감산에 의해 과제 유형 간의 난이도 차이를 추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McNamara, 1996). 이에 따라 [표 24]에서 측정값은

과제의 난이도를 의미하며 난이도의 평균은 ‘0’으로 설정된다. 양수 측정

치는 어려운 과제를 의미하고 음수의 측정치는 비교적 쉬운 과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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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측정값에 따르면 과제의 난이도는 -.30∼.44의 범위로 나타났

으며 난이도 순서로 정리하자면 ‘1(텍스트 읽기)<5(묘사·설명하기)<3(개

인경험)<2(텍스트 내용 설명하기)<6(문화비교)<4(다양한 기능 구사하

기)<7(논리적 말하기)’의 순서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 1

번(텍스트 읽기)이 -.30 로짓으로 가장 쉬운 과제 유형이었으며 5번 과

제(묘사·설명하기)가 -.29, 3번 과제(개인경험)가 -.13으로 비교적 쉬운

문항에 속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항은 .44 로짓값을 갖는 7번 과제(논리

적 말하기)였다. 4번 과제(다양한 기능 구사하기), 6번 과제(문화비교), 2

번 과제(텍스트 내용 설명하기)는 각각 .14, .08, .07 로짓값으로 어려운

과제에 속하였다.

내적합 제곱평균은 모두 .5∼1.5 범위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과제가 적

합한 것으로 보이나 내적합 표준값을 살펴보면 –2∼+2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이 있다. 내적합 표준값이 –2 이하인 경우 과적합 과제로, +2

과제

번호

측 정

값

측정

오 류

값

내적합 외적합
Correlatio

n

제곱평균 표준값 제곱평균 표준값
PtMe

a

PtE

xp

1 -.30 .09 .83 -2.2 .87 -1.6 .83 .77
5 -.29 .09 .74 -1.4 .78 -2.8 .81 .77

3 -.13 .08 1.00 .0 1.10 1.1 .71 .78

2 .07 .08 1.14 1.6 1.11 1.3 .77 .78

6 .08 .08 1.01 .1 .97 -.3 .76 .78
4 .14 .08 1.18 2.1 1.11 1.3 .75 .78

7 .44 .08 .93 -.8 .94 -.6 .83 .78

고정된 카이검정 59.4 d.f. 6
유 의

도
.00

무선 카이검정 5.5 d.f. 5
유 의

도
.36

분리 2.97 분리신뢰도 .90

[표 24] 평가 과제 단면 출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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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부적합 과제로 판단된다. 과적합 과제는 다른 과제에 대한

수험자의 반응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합 과제는 해당 문항에 대한 반응

이 다른 과제들에 대한 반응과 어우러지지 않아 해당 문항에 대한 올바

른 반응을 할 확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McNamara, 1996). 이를 통해 해당 문항에 제작의 오류가 있었거나 문

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이외의 다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타당

성이 저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은 수정하거

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지은림·채선희, 2000).

1번 과제는 –2.2의 내적합 표준값으로 과적합의 경향이 있다. 이는 1번

과제 외의 과제에 대한 반응만으로도 수험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번 과제는 2.1의 내적합 표준값으로 부적합 과제로 판단

되었다. 이를 통해 과제 제작 상의 문제로 수험자가 4번 과제를 수행할

때 수험자에게 기대되는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하였거나, 말하기 수행

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 외의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4) 평가 기준 단면

평가 기준 단면의 출력 정보의 측정값은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의 곤란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평가 기준을 평가할 때 평가자가 얼마나 엄

격하게 평가하였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에서는 발음

(-.99)을 측정할 때 가장 관대하게 채점을 하였고 담화구성능력(-.08), 유

창성(-.02) 순으로 곤란도가 높아졌으며 정확성(1.05)을 평가할 때 평가

자가 가장 엄격하게 채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험자들

은 정확성에 대한 점수를 얻기가 가장 어려웠으며 발음에 대하여 평가

받을 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쉬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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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합 제곱평균값을 보면 모든 영역의 값이 .05~.15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어 과적합하거나 부적합한 경향을 보이는 평가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또 다른 정보인 내적합 표준값에 따르면 정확성이 –3.6

으로 –2 이하에 해당하여 과적합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수험자 반응의

정확성에 대해 평가자가 채점할 시에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정확

성 이 외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음의

내적합 표준값은 2.8로 +2 이상의 값을 가져 부적합한 평가 기준으로 판

단된다. 평가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의 의미는 발음을 평가할 때 편차

가 불규칙적이어서 일관성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평가 척도 단면

평가 척도 단면 출력 정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0∼5점 척도의

평가

기준

측 정

값

측정

오 류

값

내적합 외적합
Correlatio

n

제곱평균 표준값 제곱평균 표준값
PtMe

a

PtE

xp

발음 -.99 .07 1.19 2.8 1.13 1.9 .66 .74

담화구

성능력
-.08 .06 1.01 .1 1.02 .3 .77 .76

유창성 -.02 .06 .97 -.4 .97 -.4 .79 .76

정확성 1.05 .06 .80 -3.6 .80 -3.2 .80 .77
평균 .00 .06 .99 -.3 .99 -.4

표준

편차
.83 .00 .16 2.7 .16 2.2

고정된 카이검정 511.5 d.f. 3 유의도 .00

무선 카이검정 3.0 d.f. 2 유의도 .22

분리 13.01 분리신뢰도 .99

[표 25] 평가 기준 단면 출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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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과 함께 이들이 적절하게 기능하였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척

도별 데이터에서는 각 척도가 사용된 빈도와 비율을 알 수 있다. 평가자

가 가장 많이 사용한 척도는 3점 척도로 총 970번 관찰되었으며 이는 평

가 결과의 43%에 해당하는 빈도이다. 가장 적게 사용된 척도는 0점 척

도로 3%가 관측되었으며 5점 척도가 4%로 그 다음으로 적게 사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사용된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였다는 판단은 평균 측정값을 보

면 알 수 있다. 척도 등급이 높아질수록 평균 측정값이 비례하여 증가할

때 사용된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5의 평균 측

정값을 보면 0점 척도–2.93에서부터 5점 척도 5.46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2와 같은 평가 척도

에 대한 모형특성곡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형특성곡선은 측정

값 변화에 따른 기대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특성곡선에서 X축은

측정값이고 Y축은 기대되는 등급 척도를 의미한다. 그림 8을 통해 측정

값이 우측으로 상승할수록 척도 등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가 겹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척도간의 등급 차이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 점

척도

척도별 데이터 평균 외 적 합

도 평균

제곱

추정값 범 주

최 고

치
관찰치 %

누

적
측정값 기대값

채점범

주

0 . 5

지점

0 63 3 3 -2.93 -3.32 1.4 (-5.42) 100%

1 312 14 17 -2.25 -2.09 .8 -3.21 -4.48 60%

2 461 21 37 -1.04 -1.00 .8 -1.52 -2.28 41%

3 970 43 81 .28 .18 1.1 .50 -.69 70%

4 347 15 98 2.03 2.18 1.1 3.69 2.04 72%

5 87 4 100 5.46 5.40 .8 (6.44) 5.43 100%

[표 26] 평가 척도 단면 출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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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Score Ogive (Model ICC)
      -6.0         -3.0          0.0          3.0          6.0          9.0
       ++------------+------------+------------+------------+------------++
     5 |                                                          55555555|
       |                                                    555555        |
       |                                                4455              |
       |                                            4444                  |
     4 |                                         444                      |
       |                                     4444                         |
       |                                  344                             |
       |                              3333                                |
     3 |                           333                                    |
       |                         33                                       |
       |                      233                                         |
       |                     2                                            |
     2 |                   22                                             |
       |                 22                                               |
       |                1                                                 |
       |              11                                                  |
     1 |           111                                                    |
       |         11                                                       |
       |     0011                                                         |
       |00000                                                             |
     0 |                                                                  |
       ++------------+------------+------------+------------+------------++
      -6.0         -3.0          0.0          3.0          6.0          9.0

[그림 8] 6등급 척도의 모형특성곡선

이와 같은 정보는 확률곡선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래프의 왼

쪽 상단에서 시작하는 0점 척도 확률곡선부터 맨 오른쪽 5점 척도 판정

을 받은 수험자 능력의 확률곡선을 보면 0점에서 5점 척도까지 곡선이

겹치지 않고 이동했다. 이를 통해 0점부터 5점 척도까지 각각의 척도가

타당하게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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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Curves
      -6.0         -3.0          0.0          3.0          6.0          9.0
       ++------------+------------+------------+------------+------------++
     1 |                                                                  |
       |                                                             55555|
       |                                                          555     |
       |0                                                       55        |
       | 0                                                     5          |
     P |  00                                                  5           |
     r |    0                      3333         444444       5            |
     o |     0                   33    3      44      4     5             |
     b |           111          3       33   4         4   5              |
     a |      0  11   11       3          3 4           4 5               |
     b |       01       1                  4             *                |
     i |       10        1    3           43              4               |
     l |      1  0        222*           4  3           5  4              |
     i |     1          221 3 22             3         5    4             |
     t |    1     0    2   1    2       4     3       5      4            |
     y |   1       0  2    31    2     4       3     5        4           |
       | 11         02    3  1    2  44         3   5          4          |
       |1          2200  3    1    2*            3*5            44        |
       |          2    03      1  44 22         55 33             444     |
       |      2222   333000    4**1    2222 5555     3333            44444|
     0 |******************************************************************|
       ++------------+------------+------------+------------+------------++
      -6.0         -3.0          0.0          3.0          6.0          9.0

[그림 9] 6등급 척도 확률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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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일반화가능도이론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가자

등 결과에 변수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각 단면이

시험 점수의 편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일반화가능도이

론은 G연구와 D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G연구에서는 평가 결과에 나

타나 있는 오차의 근원을 밝히고 각 오차의 상대적인 크기를 추정해볼

것이다. D연구에서는 G연구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여 평가의 최적화된 조건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1.2.2.1. 오차 요인과 영향력 분석

일반화연구(generalizability study)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각 요인들이 평가 결과의 분산에 영향

을 주는 정도를 분산 성분 추정치를 통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기준의 구인 별로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의 평가 결과에서

의 오차요인과 그들의 영향의 크기에 대하여 오차 분석을 실시한다. 먼

저 본 연구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차

요인으로 고려되는 분산 성분을 설정하였다. 가장 큰 오차 요인이 될 것

이라고 예상되는 성분은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p)이며 그 외의 요인으로

는 평가자의 엄격성과 일관성(r), 과제의 난이도(t), 수험자와 평가자 사

이의 상호작용(pR), 수험자와 과제 사이의 상호작용(pT), 특정 평가자와

과제 사이의 상호작용(RT), 수험자, 평가자, 과제 사이의 상호작용과 무

작위 오류(pTR,e)이다.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에서는 평가자가 모든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7

가지의 과제를 통해 네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각 수험자가 응답한 과제

를 평가자 모두가 채점하였으므로 각 조건은 무선(random)효과이며, 발

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의 네 가지 영역에 걸쳐 p x r x t 완

전교차설계13)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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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의 분산성분 추정값을 보면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

네 평가 영역에서 모두 수험자(p) 분산 성분 추정치 비율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 결과에 수험자의 능력 차이가 가장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평가 영역별로 각각 46.63%,

46.72%, 56.90%, 46.6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유창성 영역

에서는 수험자의 능력 차이의 영향력이 56.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

창성 영역의 평가 결과에 수험자의 능력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수험자의 능력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46% 이상으로 평가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자의 분산 성분 추정치를 보면

평가자의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의 분산 성분 추정치

는 10.2%, 정확성의 분산성분 추정치는 21.51%로 같은 수험자에 대한

평가 결과라 할지라도 평가자에 따라 발음과 정확성의 평가 결과가 달라

질 가능성이 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험자와 평가자의 상호작용

13) 측정에서 오차에 관련된 요인이 두 가지이고 관찰대상과 각 요인이 교차되

어있을 때 2국면 완전교차모형(two-facet completely crossed design)이라한다

(김성숙·김양분, 2016; 30).

분산

성분

분산성분 추정치(%)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

p 0.4194(46.63) 0.5952(46.72) 0.7572(56.98) 0.6030(46.65)

r 0.0917(10.20) 0.2741(21.51) 0.0385(2.90) 0.0402(3.11)

t 0.0061(0.68) 0.0053(0.42) 0.0197(1.48) 0.0227(1.76)

pr 0.1034(11.50) 0.1025(8.05) 0.1126(8.47) 0.0930(7.20)

pt 0.0759(8.44) 0.0541(4.25) 0.1415(10.65) 0.2456(19.00)

rt 0.0100(1.11) 0.0068(0.53) 0.0039(0.29) 0.0097(0.75)

prt 0.1929(21.45) 0.2360(18.52) 0.2555(19.23) 0.2783(21.53)

0.8994(100) 1.2740(100) 1.3289(100) 1.2925(100)

[표 27] 평가 영역별 분산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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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pr)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발음 영역의 pr값은 11.50%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 결과의 11.50%가 수험자

와 평가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 결

과에서의 오차 크기를 의미한다. 반면에 정확성의 pr값은 8.50%로, 정확

성의 평가 결과는 수험자와 평가자의 상호작용보다는 평가자(r)의 영향

력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발음 영역의 평가 결과는

수험자와 평가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확성 영역의 평가 결과는 평가자

의 영향력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창성과 담화구성능력의 평가에서 평가자의 영향력에 대한 분산 성분

추정치는 각각 2.9%, 3.11%로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영역에서는 평가자와 관련된 단면과 단면 상호작용 값을 모두 합하여

도 모두 수험자 분산성분 추정치(p)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험생과 평가자의 상호작용인 pr 분산성분 추정치(유창성 8.47%,

담화구성능력 7.20%), 평가자와 과제의 상호작용인 rt 분산성분 추정치

(0.29%, 0.75%), 수험자x평가자x과제의 상호작용인 prt 분산성분 추정치

(19.23%, 21.53%)와 평가자 분산성분 추정치를 합하였을 때 유창성은

38.19%로 p값인 56.98%에 미치지 못하며 담화구성능력은 32.59%로 p값

인 46.65%에 미치지 못한다. 즉 이 두 영역의 평가 결과는 평가자보다는

수험자의 능력 차이로 인해 결정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에 과제의 난이도(t)가 주는 영향력은 다른 분산 성분에 비해

적고 모든 평가 영역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제의 난이

도에 의해 평가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평가 영역을 순서대로 나

열하자면 담화구성능력(1.76%)>유창성(1.48%)>발음(0.68%)>정확성(0.48%)

이다. 이는 과제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제에 따라

담화구성능력과 유창성의 평가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발음과

정확성의 평가 결과는 과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험자와 과제의 상호작용 값(pt)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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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에는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수험자와 과제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은 담화구성능력으

로, 19.00%의 평가 결과 수험자가 어떤 평가 과제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

라졌다. 다음으로 유창성은 10.65%, 발음은 8.44%, 정확성은 4.25%의 평

가 결과가 수험자와 과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달라졌다. 수험자가 어떤

평가 과제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평가 결과의 오차 크기는 담화

구성능력이 가장 크며 유창성, 발음, 정확성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일반화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모든 평가 영역의 결과가 수험자의 능

력 차이로 인해 결정되는 확률이 가장 크다. 이는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결과가 수험자의 능력 차이를 잘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기 평가의 타당성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발음과 정확성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결과의 해석에 오류를 유도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다. 또한 담화구성능력과 유창성 영역의 평가 결과가 독립적인 과제

단면의 영향보다 수험자와 과제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2.2.2. 최적화 조건 탐색

앞서 일반화연구(G연구) 결과에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분산성분과

추정치, 분산성분의 비율 등을 알 수 있었다. 결정 연구(D연구)에서는 이

렇게 산출된 분산성분 추정치를 토대로 일반화가능도계수를 제시하고 안

정적인 점수를 보장하기 위한 각 측정국면의 조건을 제시하여 일반화가

능도계수를 상향조정한다. 즉 오차분산의 각 국면의 수를 늘림으로써 적

정 수준의 일반화가능도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

(김성숙·김양분, 2016; 20).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상황에서 두 명의 평가자가 채점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자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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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관성 분석을 통해 한명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수험자, 과제, 평가 영역별 분산성분 추정

치를 토대로 결정연구를 실시한다. 결정연구에서는 평가 영역별로 평가

의 각 단면의 조건을 조정하며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를 산출하

여 최적화된 말하기 평가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정 연구는 실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자 수

를 1명 또는 2명, 과제 수를 1∼7가지로 제한하여 평가 영역별로 실시해

보았다. [표 28]은 평가 영역 중 발음 영역에 대한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일반화가능도계수는 앞서 설명했듯이 분산

과 전집점수 분산 사이의 비율로 계산된 수치이다. 의존도계수는 준거지

향검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가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

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다(이

영식·신상근, 2004).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는 준거지향검사에 해당하므

로 의존도계수가 일반화가능도계수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일반화가능도계수의 기준을 .7∼.8로 설정하고 의존도계수의 기준은

.6∼.8로 설정한다 (남명호, 1996; 조재윤, 2008).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

의 일반화가능도계수 기준은 .8로 설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말하기 평

가는 다른 수험생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닌 준거지향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존도계수가 일반

화가능도계수보다 조금 낮아도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아(조재윤,

2008) 의존도계수 기준을 .7로 설정한다.

P R T 일반화가능도계수 의존도(신뢰도)계수 phi

40 1 1 0.52973 0.46615
40 1 2 0.63808 0.55391

40 1 3 0.68476 0.59100

40 1 4 0.71076 0.61147

40 1 5 0.72733 0.62445
40 1 6 0.73882 0.63341

40 1 7 0.74724 0.6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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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과제가 네 가지 이상인 경우 .7 이상의 일반

화가능도계수가 확보되나 본 연구의 기준인 .8에는 미치지 못하고 의존

도계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과제가 네 가지 이상일 때 .8 이상의 일반화가능도계수와 .7 이

상의 의존도계수가 확보되었다. 과제의 수를 네 가지 이상으로 증가시키

면 일반화가능도계수는 .81∼.85까지의 범위로 나타나며 의존도계수는

.74∼.77의 범위로 나타났다.

[그림 10] 발음 구인 일반화가능도계수

일반화가능도계수의 증가 폭을 살펴보면 평가 설계의 조정 방향을 알

수 있다. 과제의 수를 증가하는 경우보다 평가자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40 2 1 0.65170 0.59861

40 2 2 0.75251 0.68888

40 2 3 0.79342 0.72534
40 2 4 0.81559 0.74505

40 2 5 0.82949 0.75741

40 2 6 0.83903 0.76587
40 2 7 0.84598 0.77204

[표 28] 발음 구인의 결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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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가능도계수의 증가 폭이 더 크다. 평가자의 수가 동일한 경우 과

제의 수를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가능도계수가 .01∼.1의 범위에서 증가한

다. 그러나 과제의 수가 동일하고 평가자 수가 다를 경우 .1~.12의 범위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발음을 채점할 경우 평가자가 두 명이고 과제가 네 가지 이

상일 경우에 안정적인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가 확보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할 경우 과제가 네 가지

이상인 경우 .7 이상의 일반화가능도계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8에는 미

치지 못하며 일곱 가지 과제를 실시하여도 의존도계수는 .7에 미치지 못

한다. 이를 통해 발음 영역을 평가할 때는 한 명의 평가자가 많은 수의

과제를 통해 평가할 때보다 두 명의 평가자가 적정 수인 4개 정도의 과

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 확보에 유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성 구인의 결정 연구에서 일반화가능도계수의 범위는 .60∼.88로 나

타났다. 발음과 동일하게 평가자가 두 명일 경우 과제를 세 가지 이상

P R T 일반화가능도계수 의존도(신뢰도)계수 phi
40 1 1 0.60248 0.46707

40 1 2 0.70617 0.52994

40 1 3 0.74915 0.55483

40 1 4 0.77266 0.56818
40 1 5 0.78749 0.57650

40 1 6 0.79770 0.58218

40 1 7 0.80515 0.58631
40 2 1 0.72707 0.61709

40 2 2 0.81249 0.68096

40 2 3 0.84561 0.70530

40 2 4 0.86320 0.71813
40 2 5 0.87411 0.72605

40 2 6 0.88154 0.73143

40 2 7 0.88692 0.73533

[표 29] 정확성 구인의 결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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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때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가 각각 .84, .70으로 나타났다.

평가자가 한 명일 때 과제가 두 가지 이상이면 일반화가능도계수가 .70

으로 나타나지만 의존도계수는 모두 .6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평가자

가 두 명일 경우에는 문항이 한 가지인 경우에도 일반화가능도계수를

.72로 확보할 수 있으나 문항이 세 가지 이상이 되어야만 .70의 의존도계

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음 영역과 마찬가지로 과제의 수를 증가

시켜도 일반화가능도계수가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평가자 수에서 과제를 증가시킬 때 일반화가능도계수는 최대

.10이 증가하지만 그 폭은 과제의 수가 늘어날수록 적어져 .005의 수준으

로 증가한다. 반면에 동일한 과제의 수를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할 때

일반화가능도계수는 한 명이 평가할 때보다 .08∼.12 수준으로 차이가 난

다.

[그림 11] 정확성 구인의 일반화가능도계수

이는 발음 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제의 수보다는 평가자 수를 조

정할 때 효율적인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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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평가 시에는 평가자가 한 명인 경우 과제를 세 가지 이상 수행한

다면 일반화가능도계수 .75와 의존도계수 .72를 확보할 수 있다. 평가자

를 두 명으로 증가할 때에는 과제는 세 가지 이상이 되어야 효율적인 일

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 확보가 가능하다. 안정적으로 .80 이상의

일반화가능도계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두 명에 과제 세 가지 이

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자를 고정하고 과제를 증가시킬

때 일반화가능도계수가 평균적으로 .034만큼 증가하는 반면 과제의 수를

고정하고 평가자의 수를 증가할 때는 .081만큼 증가한다. 이를 보아 평가

자 수를 증가할 경우 더 효율적인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 확보

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 R T 일반화가능도계수 의존도(신뢰도)계수 phi

40 1 1 0.59772 0.56968

40 1 2 0.70879 0.67682
40 1 3 0.75559 0.72208

40 1 4 0.78139 0.74706

40 1 5 0.79773 0.76290

40 1 6 0.80901 0.77383
40 1 7 0.81726 0.78184

40 2 1 0.69932 0.67377

40 2 2 0.79863 0.77399
40 2 3 0.83830 0.81437

40 2 4 0.85966 0.83618

40 2 5 0.87300 0.84984

40 2 6 0.88213 0.85919
40 2 7 0.88877 0.86600

[표 30] 유창성 구인의 결정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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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창성 구인의 일반화가능도계수

담화구성능력의 결정 연구에서 일반화가능도계수의 범위는 .49∼.85로

다른 구인에서보다 넓게 나타났다. 이는 담화구성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

조건에 따라 일반화가능도계수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자가 한 명일 경우 과제가 다섯 가지 이상일 때 .75 이상의

일반화가능도계수와 .71 이상의 의존도계수 확보가 가능했으며 평가자를

두 명으로 조정하면 과제가 네 가지 이상이면 .80 이상의 일반화가능도

계수와 .78 이상의 의존도계수 확보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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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T 일반화가능도계수 의존도(신뢰도)계수 phi

40 1 1 0.49425 0.46642

40 1 2 0.62941 0.59434
40 1 3 0.69254 0.65414

40 1 4 0.72911 0.68879

40 1 5 0.75297 0.71140
40 1 6 0.76975 0.72732

40 1 7 0.78221 0.73913

40 2 1 0.58298 0.55724

40 2 2 0.71621 0.68844
40 2 3 0.77527 0.74707

40 2 4 0.80861 0.78030

40 2 5 0.83003 0.80170

40 2 6 0.84495 0.81663
40 2 7 0.85594 0.82763

[표 31] 담화구성능력 구인의 결정 연구 결과

담화구성능력도 다른 구인과 마찬가지로 평가자 수를 조정할 때가 과제

의 수를 조정할 때보다 일반화가능도계수 확보가 유리했다. 예를 들어

평가자가 고정적으로 한 명일 경우 과제의 수를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

지로 증가할 때 일반화가능도계수는 .016만큼 증가했고 평가자가 두 명

일 경우에 과제를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증가시킬 경우에 .014만큼

증가했다. 반면에 과제가 고정적으로 다섯 가지인 경우에 평가자를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의 일반화가능도계수 차이는 .077로 전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담화구성능력을 평가할 때는 평가자 두 명이 세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일반화가능도계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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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담화구성능력의 일반화가능도계수

평가 영역에 따른 결정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가 과제의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 평가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

계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0 이상의 일반화가능도계수와 .70 이상의 의존도계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모든 영역에서 평가자 두 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성과 유

창성 구인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세 가지 이상의 과제를 필요

로 했으며 발음과 담화구성영역에서는 네 가지 이상의 과제를 필요로 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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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 인터뷰 분석

본 절에서는 평가 방법, 기준, 평가자 훈련의 측면과 평가 도구의 보완

점에 대하여 평가자 세 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앞서 실시한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한 정량

적 타당화 과정에서는 분석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평가의 최

적화 조건을 밝힌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으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자의 경험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평

가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과제, 기

준, 평가자 훈련의 측면과 평가 도구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도구

의 타당화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1. 평가 과제의 측면

앞선 과제 적합도에 분석에서 ‘텍스트 읽기’과제와 ‘다양한 기능 구사하

기’과제가 각각 과적합과 부적합 경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텍스트 읽기’과제가 과적합 경향으로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

해볼 수 있다. 첫째, 해당 과제 외의 다른 과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음’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읽기’는 수험자에게 주어진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하여 ‘발음’을 측정 하는 것을 측정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와 같이 ‘발음’ 요소는 해당 과제 외의 다른

과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읽기’과제 외의 다른 과제를 통해서

도 충분히 ‘발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발음, 억양, 속도, 자연스러운 발화 같은 것을 보려고 하는 문항인데 

발음 자체는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가자1).

· 다른 과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음’구인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요. 텍스트 읽기 과제 이후에 이어지는 두세 가지 과제들도 모두 발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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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발음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

는 것인데 굳이 따로 문항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인원

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고 평가 시간이 부족하면 1번 문항을 아예 제외

시키고 평가하기도 하구요 (평가자3). 

둘째, 수험자의 읽기 능력이 과제의 수행 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한 수험자를 대상으

로 말하기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비교적 유창한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자가 있었다. 특히 결혼이

주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가 유창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의 한국 생활동안 읽기 학습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텍스트 읽기’ 과제의 수행

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와서 말하기부터 배운 사람들은 말하

기는 자연스러운데 텍스트를 읽어보라고 하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자1).  

·실제로 말하기는 잘하는데 읽기를 하나도 못하는 학습자가 있기도 해요.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사전에 학습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좀 있

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국어 말하기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요. 그런데 책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기관에 나와서 처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읽기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자2).

이러한 이유로 과적합 과제로 추정된 ‘텍스트 읽기’ 과제가 1번 문항으

로 제시되는 경우, 그 수행 결과는 해당 텍스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묻는 후행 문항의 수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1번

과제를 읽고 이해한 것을 전제로 하여 2번 과제에서 텍스트의 세부 내용

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문항이 그러한 문항 구성의 예이다. 실제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사전평가의 예시 문항(법무부, 2017b)을 살펴보면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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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중 약 2문항이 1번 문항에 제시된 텍스트의 내용 또는 주제와 관련

한 문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수험자의 읽기 능력은 1번 과제의 평

가 결과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번 혹은 3번 문항의 평가 결과에도 영향

을 주게 된다.

· 내용을 파악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글을 소리 내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

람들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평가자1).

· 텍스트 읽기 문항에서 주어지는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학습자는 그 다음에 오는 글의 내용에 관해서 묻는 문항에 대답을 잘 못하

죠. 그런 경우는 1번과 2번이 모두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

은 할 수가 있어서 3번에서 개인적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는 답변을 이어가고 3번부터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평가자2).

·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도 그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평가자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구술시험과 함께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필기시험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험자의 읽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평가 과제 중 두 가지 과제 이상에서 읽기 능력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 사통 평가에는 필기시험이 있는데, 텍스트 읽기 과제에서는 읽기 능력

의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평가자1).  

·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는 말하기 능력만을 평가해야지요. 심지어 사회통

합프로그램 평가에서는 필기시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말하기 능

력만을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평가자3).  

이를 통해 ‘텍스트 읽기’과제의 과적합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하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다른 언어 능력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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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 과제가 부적합 경향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주로 역할극 과

제에 대한 사전 지식, 역할극 과제의 수행 경험, 과제에서 요구하는 기능

(예 : 약속하기)의 실제 수행 경험과 같은 과제의 외적 요인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수험자가 약속을 한 경험이 없을 수 있는 것이 평가 과제 수행에 영

향을 줄 수 있어요. 또는 함께 평가 받는 동료나 평가자와 약속하는 상황

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가자1).

  · 말하기가 즉각적이며, 상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영역이니까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제라서 대화 상대의 호응과 유

도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가자2).

  · 외적 요인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

런데 특정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 보다는 역할극이라

는 과제의 특수성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주어

진 역할 놀이 카드를 보고 ‘텍스트 읽기’과제로 잘못 이해하여 메모를 

읽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할극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

이는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자3).   

위에서 평가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험자가 역할극 과제 수행 경험

이 없어서 다른 수험자나 평가자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극

과제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가 보다 쉽게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래

는 평가자들이 평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대안이다.

·  이번에도 제가 평가를 했는데, 자기소개 역할극이었는데, 역할극이라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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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샘플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1). 

· 메모만 주고 역할극을 하라고 하면 이해 못하고 그냥 메모를 읽는 과제

인 줄 아는 학습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림에서 상황을 주면서 맡아야 

할 역할을 설명해주거나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다음에 이어질 

상황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대화해보게 하거나 그러면 과제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평가자2).

· 보통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을 주면서 역할극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처럼 그림이나 사진을 주고 메모도 함께 제시

하면 학습자가 역할놀이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당메

뉴판이나 모집 공고 같은 텍스트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역할극이 익숙하

지 않으면 수행 자체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를 통해 과적합과 부적합 경향을

보이는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당도 저해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는 과적합과 부적합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수험자의 읽기 능력,

과제 수행 경험,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과제를 수

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2. 평가 기준의 측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자 훈련 양성 자료에 따르면 평가자

는 전체적인 인상에 대한 판단과 함께 각 구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판

단을 내려야 한다(법무부, 2017b).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을 구인으로 삼는 총체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평가자들은 총체적 평가 기준은 평가자가 각 구

인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

았다.

·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평가자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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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어지는 총체적 평가 기준을 사용했을 때 사실은 말하기 평가 능

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건상, 시간상, 

보통 보면 평가자가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이해가 안 되면 몇 점까지 주겠다, 발음이 

맞고 연음이나 경음을 잘 썼다싶으면 몇 점까지 주겠다, 그런 기준을 평가

자가 각자 자체적으로 세우고 하고 있어요 (평가자2). 

· 평가자가 가진 자료에서는 구인에 대한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역시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보니 그냥 

전체적인 인상에 대한 판단만을 내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학습자는 이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면 그 정도 점수만 주고, 좀 모자라면 

총점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시간이 촉박한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태도

라든지.. 말하기와는 크게 상관없는 구인들이 동일한 점수 배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평가자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

도 어렵지요 (평가자3).

위와 같이, 현재 구술시험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평가자가 말하기

능력의 구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

는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자들은 분석적 평가 기준이 세부적인 구인에 대해 판단을 내

리는 것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분석적 평가 기준의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

하였다. 구술시험 평가자에게 제공되는 총체적 평가 기준만으로는 측정

해야 하는 등급 수준이나 구인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

다.

· 총체적 평가 기준을 사용하면 각 구인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없어 분

석적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걸 사용한다면 채점자가 

더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자1).

· 이번에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본 분석적 평가 기준에는 구인별로 구체

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평가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가 기준에는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



- 111 -

지지는 않으니까... (평가자2).  

이와 같이 평가자들은 총체적 평가 기준이 구인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선 평가 기준 단면 출력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가 구인 중에

서 가장 판단이 어려운 구인은 정확성이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자

훈련 자료에 따르면 ‘문법, 문장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가?’를

정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2017b). 그러나 이러한 정보

외의 정확성 측정을 위한 평가 항목이나 자세한 등급별 기술에 대한 정

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평가 구인에 대한 부족한 정보는 평가

자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할 수 있고 평가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저는 이제 정확성은 발음하고, 그 다음에 어휘하고, 조사 같은 문법적

인 사용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주로 해요 (평가자1).

· 정확성이라고 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받침 발음이나 

연음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텍스트 내용을 전체 내용을 잘 파

악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주제가 성격인데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1점, 내용 파악을 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해를 했다 싶으면 점수

를 주고, 못했다 싶으면 안 주고 이렇게 했어요 (평가자2) 

이와 같이 평가자들은 발음의 이해가능성, 내용 이해의 정확한 정도 등

을 모두 ‘정확성’ 구인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는 문법적 요소의

정확한 사용 여부를 정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

가 기준의 의도와는 상충되는 부분이었다.

‘정확성’의 정의 자체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문법적 정확성에 대한 판

단 기준도 평가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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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판단을 할 때는 조사 오류와 조사생략, 어미, 어휘 사용 같은 것

을 주로 보고 있어요. 정확하기는 하지만 초급의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것

과 어색하기는 하지만 중고급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할 때 어느 쪽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의 정해야할 때 가장 곤란해요(평가자1).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점수를 적게 주는 

것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정확한 경우 점수를 높게 주어야 되는 

경우 정확성 판단이 어려워요. 단계평가에서는 보통은 그냥 자기 급수에 

맞는 배운 문법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쉬운 말로 그냥 전략적으로 의

미만 전달하려고 하면 3점, 그렇지 않고 그 수준의 문법에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으니까’를 배웠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말하면 4점 

이런 식으로 정확성을 판단하고 있어요(평가자2).

· 저는 주로 수험자가 구사하는 어휘나 문법 같은 것들이 어떤 수준에 있

는지를 중심으로 해요. 높은 수준의 책에 나오는 어휘나 문법이면 점수를 

좋게 주고, 초급 수준의 책에 나오는 것들을 구사하면 낮게 주고, 그런 식

으로요 (평가자3).

위와 같이, 문법적 정확성을 판단할 때, 평가자1은 조사와 같은 문법적

요소와 수험자가 사용한 어미, 어휘의 난이도를 판단의 근거로 보았다.

이로 보아 평가자1은 세부적인 문법 요소에 주목하여 정확성 구인의 판

단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평가자2와 평가자3의

경우에는 수험자가 구사하는 문법이나 어휘의 수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자들은 공통

적으로 문법적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구사하는 어휘나 문법 요소

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세부적인 판단 기준

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평가 기준으로 인해 그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보통 평가나 교육 경험이 오래된 선생님이면 학습자가 구사하는 문법이

나 어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다 숙지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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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하는데 평가 기준만을 보고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요 (평가자

2).

·초급, 중급, 무슨 등급이든 교재를 가지고 가서 색인을 펼쳐요. 목차에 

있는 문법 항목을 보고, 같이 들어가는 평가자 선생님하고 공유를 해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우리끼리 논의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3). 

이처럼 평가자는 평가 상황에서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제시된

평가 기준을 참고하기보다는 각자 경험을 통해 정립한 개인적인 평가 기

준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정확성 외의 구인에 대해서도 평가자마다 다

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각 평가자마다 판단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곤란도가 높게 나타났던 유창성 평가 시에도 마찬가지로 평가

자별로 각자 유창성에 대한 정의를 달리함에 따라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1은 발음을 유창성 판단의 일부 근거로 삼

고 있었으며 평자가2는 유창성과 정확성의 경계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

다.

- 표현은 자연스러운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 유창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요(평가자1). 

- 정확성 평가의 어려움과 경우가 비슷하게 유창한 데 정확하지 않고, 정

확한 데 유창하지 않는 경우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거죠(평가자2). 

평가 기준 분석의 출력 결과에서 담화구성능력에 대한 평가자의 곤란도

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가자들은 그에 대한 판

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담화구성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준을 참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담화구성능력의 모범답안이 없어서, 수험자의 나라별, 개인별 대화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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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말하기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평가자

2). 

이를 통해 각 구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현재의 추상적인 평가 기준의 기술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해

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각 구인별 등급 기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유창성하고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등급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가, 속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

는가, 전략을 잘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가자1)

· 평가자들에게 주는 평가 기준에는 구인별로 자세한 평가 기준은 나와 

있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많이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하면서 조금 더 공

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노력하다 보니까 제 나름 생긴 기준인거

죠. 보통 매뉴얼에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잘 없어요.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게 다예요. 예를 들어 발음이나 문법 규칙 같은 것들 중에 어떤 오류

가 있을 때 몇 점을 준다든가 조금 더 상세한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

어요. 그냥 막연히 자연스럽다, 정확하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가자2).

· 지금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법이 꼭 나와야 된다라거나, 어떤 내용이 나와야한다고 명시를 해주면 

평가자 입장에서 조금 편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자3).

이처럼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각 구인에 대

한 평가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기존의 총체적 평가 기준이 구인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평가 구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총체적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전체적 인상에

대한 판단과 함께 각 구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유형의 평가 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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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3. 평가자 훈련의 측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평

가자의 채점 타당도를 분석하여 다른 평가자와 일치도의 격차가 많이 나

는 평가자2의 평가 결과를 제외하고 2차 분석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차 분석만큼 큰 격차는 아니었지만 2차 분석에서 여전히 일치도

의 격차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자 간 신뢰도 격차의 원

인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는 평가자 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가자 훈련의 구성 중에서 평가자들이 가장 유익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직접 실습을 해보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습 시간이 짧고 실습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었다. 또한 평

가자들은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 전체적으로 앉아서 강의를 듣고 그룹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평가를 해보

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박적인 평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상황 에 대

해서는 연습을 잘 못 해봤어요. 나중에 평가를 직접 해보는 실습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해보지는 못 했어요 (평가자1).

·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받았어요. 이론 

강의 듣고 실습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실습을 하고 거기에 

계신 강사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같이 강의 듣는 교육생들이 질문하거나 서로 토론하거나 했어요 (평가자

2). 

· 구술시험을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만 모아서 양성 과정이라고 교육을 했

어요. 일단 시작 부분에서는 말하기 평가에 대한 원론적인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실습을 해봤어요. 이론 시간이 조금 더 길었는데 말하기 원론에 

대한 것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들었

어요. 실습에서는 거기에 오신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거기에 같이 

참가하는 다른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평가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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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진행에서 이론적 강의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습 시간이 상

대적으로 짧아 실습 결과에 대해 충분히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훈련 시간에서 이론 강의와

실습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습 훈련 방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는 모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

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재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 평가자 훈련에 참여했던 당시에 평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시간의 이론 강의를 수강한 후 실습에 참여하여 실제 현

장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실습을 해볼 수 있을 수 없는 게 아쉬

웠어요. 그럴 시간이 충분히 없었거든요. 하루니까 강의랑 실습을 다 하기

에는 조금 짧았지요 (평가자1).

· 평가자 훈련 시간 중에는 직접 평가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가장 유익했어요. 그런데 실습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한 20

퍼센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생들에게 실습 기

회가 다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에 한 팀 또는 두 팀이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열 명 중에 한 명만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그 훈련을 받

고 오면서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던데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고요. 방법론적으로 이론을 들어서 도움은 되는데 실제 평가 상황에서 평

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한 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보여주고... 그런데 구체적인 다양한 

예시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하

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 방식

의 교육에만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실제로 평가에 참여하

면서 직접 경험하고 평가 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평가자2).

· 실제 채점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1

년에 네 번 정도 평가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이 몰리면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아요. 첫 번째 교육에서는 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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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태가 아니어서 교육 참가자 모두가 돌아가면서 다했다고 들었고요. 

제가 갔을 때는 세 명인가 네 명이 한 조였는데 모인 사람 중에 반 정도만 

실습 기회가 있었어요. 훈련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만약 이렇게 짧다면 

지속적으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가자3). 

두 번째 이유는 실제 평가 상황에서 함께 참여하는 다른 평가자와의 평

가 기준 차이이다. 동일한 내용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실

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제 평가 상황에 평가자 간 판단 기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참가해서 현실성이 떨어졌거든요. 이론 

강의를 듣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실제로 평가를 하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떤 점을 정확히 봐

야하는지, 기준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 (평가자1). 

· 사실 평가 경험이 없으면 훈련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잘 와닿지는 않아

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5점 척도라서 크게 차이나

지는 않지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많이 달라지기

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평가 교육, 심화 평가 교육, 또 평가를 

많이 해본 선생님들끼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이론보다는 실습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평가자2).  

· 저는 평가자 재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동안 이루어

지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는 재교육이라든지 보강 같은 것은 한 번

도 없었습니다. 평가를 실제로 하다 보면은 평가자 상호 판단 기준이 심각

하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기적인 재훈련이 어렵다면 교재 내용이 바뀌

거나 할 때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자3). 

평가자 훈련에 대한 평가자의 인식을 정리하자면, 현재의 평가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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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론 강의에 상대적으로 많

은 시간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평가자들은 일

부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짧은 실습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평가 현장에서 평가자 훈련을 이수한 경험

이 있는 평가자 간 판단 결과에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기적인 평가자 재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4. 평가 운용의 측면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가자 신뢰도의 측면 외에도 평가 도구의 타당

성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자의 경험을 근거로 살펴보았

다.

먼저, 평가자에게 주어지는 10분의 평가 시간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문

제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에는 적게는 두 명에서 많게는 다

섯 명의 수험자가 동시에 참여한다. 그러나 참여 인원과는 상관없이 10

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이 시간동안 참여하는 모든

수험자로부터 충분한 양의 말하기 수행을 유도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자율적으로 늘이고 하

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서 평가자가 판단해야 해요

(평가자1).  

· 사실 10분의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조금 더 하기도 해요. 이거는 기관이나 평가자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평가 상황에서 너무 긴장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평가해야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평

가자2).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7~10초 정도가 있어서 그런 

휴지 기간 때문에 10분을 빡빡하게 꽉 채우는 편이에요. 말하기가 다른 수

험자에 비해 유창한 수험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다른 학생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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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기회를 위해 평가자가 중간에서 끊어내기도 해요 (평가자3).

각 평가자마다 시간을 분배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한

회의 평가에 동시에 참여하는 복수의 수험자들에게 발화 기회를 동등하

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의 시간 분배를 하고 있었다. 평가자들은 이러

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준비

시간이나 응답 시간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시간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 한 회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수험자가 있으면 중간에 자르기

도 할 때가 있어요. 소극적이거나 긴장해서 충분한 말하기 시간을 갖지 못

한 학습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시간 배정이 공평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은 정해져 있지는 않

고 이것도 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요 (평가자2). 

·합리적인 정도의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자들도 시간 제한이 

있다면 수험자나 평가자가 서로 신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왜 다른 학생은 말을 더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

어요. 학생들도 시간 제한을 미리 안다면 미리 연습할 수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3). 

다음으로 평가자에게 평가의 진행 방법과 평가자의 역할 분배에 대해

안내하는 평가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침은 수험자 수, 질문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진행 방식을 제

시하는 것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평가 진행 방법이나 평가자의 역할 분

배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평가자가 일관된 판단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 평가자 지침은 따로 없고 다섯 문항이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그

런 것을 정하죠. 그런 역할에 대한 지침은 없어요 (평가자1).

· 평가자 훈련을 할 때 받은 평가자 훈련 자료가 평가자 지침의 전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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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시간 분배나 준비 시간이나 평가자 역할에 대해서 나와있는 자료는 따

로 없고, 같이 평가하는 선생님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는 방

식이에요. 예를 들어, 평가자끼리 어떤 질문을 할지 정하는 정도가 다예

요. 추가 질문 같은 것을 할 때 다른 선생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 협의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3).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보고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의 정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

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평가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행

에 대한 정보는 교수학습 활동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점수의 형태로 보고되는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 강사가 학생의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학생 본인이 

직접 알려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점수나 합격 여부는 알 수 있어요. 단계평

가 같은 성취도 평가에서는 서술적인 정보를 교사나 학생에게 제공된다면 

교사가 학생에 대한 사전 정보로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1).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어학당의 경우에는 강의 

일지나 시험 성적 같은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다음 단계로 올리는 경우도 

봤는데 학습자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사들도 본인 학생이 평가에서 받은 

진단적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대략

적으로라도 몇 점 정도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 학생은 정확

성이 어느 면에서 떨어진다, 그 정도 정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평

가자3). 

평가 도구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먼저 현재 평가자가 자

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준비 시간과 응답

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평가자 지침에서



- 121 -

평가의 진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며, 평가자의 명확한 역할 분배

와 시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보

고 방식이 단순한 점수 보고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진단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타

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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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타당화 제고 방안

1. 평가 과제 적합성의 보완

본 연구의 일반화가능도이론 결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과제를 조정하는 것보다 평가자 수를 조정하는 편

이 타당성 제고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가자 수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가 도구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평가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적정

범위를 결정하는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평가 과제

의 적합도를 높여 평가의 타당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

에 본 장에서는 다국면라쉬모형의 평가 과제 단면 분석 결과 과적합 양

상과 부적합 양상의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의 측면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

어 말하기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1.1. 과적합 과제의 타당화

‘텍스트 읽기’ 과제는 앞선 다국면라쉬모형의 과제 단면 출력 정보에서

과적합 과제로 추정되었다. 과적합 과제는 해당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험자의 반응을 다른 과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과제를 통해서도 ‘텍스트 읽기’ 과

제의 측정 목표 구인인 발음 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자 인터뷰에 따르면 텍스트 읽기 과제에서 발음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읽기 능력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추정

해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읽기’ 과제의

적합도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할 측면과 과제 수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제

언하고자 한다.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도록 요구하는 ‘텍스트 읽기’ 과제는 숙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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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전평가와 성취도 평가인 1단계평가에서 제시된다.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기초 단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텍스트 읽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는 1단계 교육 내용 이수자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 단계의 총괄 목표이자 교육

내용인 한글 자모와 기초 단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텍스트 읽기’

과제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텍스트 읽기’ 과제를 성취도 확인

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단계평가에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단계

총괄 목표

○ 한글의 구성을 이해하고 자음, 모음의 발음 방법과 필

순을 익혀 한글 자모를 읽고 쓸 수 있다.

○ 음절 구성 방식을 이해하여 음절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받침 발음(종성)과 간단한 기초 단어를 읽고 쓸 수 있다.

○ 한국어의 기본 문장의 억양을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모음의 조음 특성을 알고 발음한다.

○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알고 발음한다.

○ 자음의 조음 위치와 방법을 알고 발음한다.

○ 자음의 음가를 변별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한다.

○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이해하고 음절을 구성한다.

○ 받침(종성) 발음법을 이해하고 받침을 읽고 쓴다.

○ 평음, 경음, 격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해 가능할 정도

로 발음한다.

○ 기초 단어를 읽고 따라 쓴다.

○ 인사말과 기본 문장을 억양에 맞게 읽는다.

[표 3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과 교재의 주요 내용

(법무부,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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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텍스트 읽기’ 과제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예비

학습자에게 말하기 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

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읽기,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필기시

험과 말하기,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수험

자의 말하기 숙달도를 측정하고자 고안된 구술시험에서는 수험자가 가지

고 있는 다른 언어 능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하기 숙달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텍스트 읽기’ 과제는 말하기 능력 외에도 읽기 능

력을 요구하여 평가 결과에 말하기 능력의 외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과

제 유형이다.

평가 목표 평가 기준 배점

텍스트 읽기

우수함

개별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문장

속에서 음운 규칙에 맞게 자연스럽게 발

음하며, 자연스러운 속도와 억양으로 발

음함

5

매 우

양호함

간혹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속도와 억양으로 발

음해서 어색함을 거의 느끼지 못함

4

양호함

간혹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며,

머뭇거림이나 부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어

색함을 느낄 수 있음.

3

부족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며 유창성도 부족

하여 어색함을 많이 느낌.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매 우

부족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유창성도 부족

해서 어색함을 많이 느낌. 이로 인해 의

미 이해가 어려움

1

불가능 텍스트 읽기가 불가능함 0

[표 33] ‘텍스트 읽기’과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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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텍스트 읽기’과제는 수험자의 읽기 능

력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의

‘텍스트 읽기’ 문항은 의도적으로 제시된 통합 과제14)로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해당 문항은 학습자가 적정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를 평가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 수행의 실패 요인이 말하기 능력

인지 읽기 능력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참

여한 평가자에 따르면 ‘텍스트 읽기’ 문항에서 측정을 목표로 하는 발음

의 정확성은 해당 문항 외에 제시되는 문항을 통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므

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평가자 인터뷰에 따라 읽기 능력 수준으로 인해 ‘텍스트 읽기’ 문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수험자의 경우 후행 문항인 ‘텍스트 내용 말

하기’, ‘텍스트 관련 말하기’의 수행도 불가능하여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전평가에서 ‘텍스트 읽기’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박경래

(2013)에서도 읽기가 불가능한 수험자를 위해 말하기 평가의 문항은 읽

기를 제외한 단순한 대화문으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읽기와 듣기 능력이 있는 수험자를 위한 문항

유형과 이러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수험자를 위한 문항의 유형으로 제

시문을 달리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읽기가 불가능한 수험자

에게 제시하는 문항의 유형을 마련하여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또는 ‘한국말을 할 수 있나요?’와 같은 문항으로 시작하여 ‘한국말은 어

디에서 누구한테 배웠나요?/한국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나요?’와 같

14) 읽기, 듣기, 쓰기 활동을 말하기와 결합해 놓은 과제들을 통합 말하기 과제

라 하며 이와 반대의 형태를 단독 말하기 과제라 할 수 있다 (Luoma, 2004). 말

하기 평가에서 통합 과제를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해당 과제에서 요구하

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평가하고자 할 때이다. 이러한 경우 수험자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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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문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한다면 읽기가 불가능하지만 말하기가

가능한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전평가를 마련하더라도 읽기가 ‘가능한’ 수험자와 ‘불

가능한’ 수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기시험 결과이다.

필기시험의 결과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구술시험 과제를 제시하는 2단계에

걸친 ‘적응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적응검사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에 있어서 수험자 개인의 추정된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묶음의 문

항들이 다른 수험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검사 방식이다.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읽기 능력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술시험의 과

제 유형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응검사의 유형 중 2단계검사에

속한다. 2단계검사에서는 모든 수험자들이 첫 단계로 방향결정검사를 응

시한 후 그 점수에 근거하여 피험자들에게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맞

추어 제작된 두 번째 단계의 검사로 배정된다. 방향결정검사의 실제적

목적은 수험자의 능력을 추정하여 능력에 보다 적합한 수준의 검사로 수

험자를 배치하는 것이다(이혜옥, 2005). 사회통합프로그램에 2단계검사

방식을 도입한다면 필기시험이 구술시험의 방향결정검사의 기능을 하게

된다.

평가 과제의 난이도를 수험자의 능력 수준에 맞추는 것은 평가의 효율

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가 불가능하고

듣기와 말하기만 가능한 수험자의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를 측정하는 경

우 ‘텍스트 읽기’와 후행 과제인 ‘텍스트 내용 설명하기’와 같은 문항을

제외하고 듣기와 말하기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보

다 정확하게 수험자의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험자의 읽기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에 소비하

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험자의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자와 평가자 모두 말하기 능력 측정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27 -

그러나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필기시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구술시험의

방향결정검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항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필기시험은 총 50문항으로 객관식 48문항과 단답형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사

전평가 필기시험 견본 문항을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다. 아래와 같이

객관식 문항은 주로 상황에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고르는 빈칸 채우기,

유의어 또는 반의어 고르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4]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필기시험 견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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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또한 구술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자의 읽기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의 읽기 능력과 구술시험

에서 요구하는 읽기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표 34]은 찰(Chall, 1996)이

제시한 6단계의 읽기 발달 단계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필기시험에서 전

제하는 수험자의 능력은 문장 수준 이상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중에서 2단계 이상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시험의 ‘텍스트 읽기’문항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1단계 이하

의 능력에 해당하는 ‘소리 내어 읽기’능력이다. 이는 음절 수준에서 한글

자모를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기시험을 방향결정검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장 수준의 읽기를 요구하는 2단계 수준의 문항 수

를 줄이고 한글 자모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수준 이

하의 문항의 유형을 삽입하는 것과 같은 문항 유형과 수의 조정이 필요

하다. 이러한 문항의 예로는 한국어 교육과정(KSL) 진단평가를 참고할

수 있겠다.

단계 읽기 능력

0
알파벳을 말할 수 있다.

기호를 인지할 수 있다.

1

음절 수준의 단어를 소리 내어 읽기 가능하다.

문자와 소리의 관계 이해할 수 있다.

고빈도 어휘를 포함한 단순한 글 읽기가 가능하다.

2
단순하고 친숙한 주제의 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이 가능하다.

단어와 문맥에 대한 기본적인 해독이 가능하다.

3
대체로 하나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기 위한 읽기를 한다.

4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장르의 복잡한 글 읽기가 가능하다.

5
본인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읽는다. 읽기를 통해 본인의 지식

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

[표 34] 찰(Chall, 1996)의 읽기 능력 발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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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SL 초등용 진단평가의 한글 읽기 능력 확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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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중도입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진단평가이다. 2번 문항은 쓰기 영역 문제이고 16번과 17번 문항은

읽기 영역의 문항이다. 수험자의 한글 자모 읽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쓰기 영역에서는 그림을 보고 빈 칸을 채워 넣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읽기 영역에서는 그림과 일치하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나 단어를 읽고 일

치하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항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기시험에 추가한다면 구술시험

의 방향결정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방향결정검사의

결과를 통해 수험자의 읽기 능력 수준을 확인하여 박경래(2013)에서 제

시한 것과 같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에 따라 다른 형태의 구술시험

유형을 제시한다면 읽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험자도 말하기 평가

의 수행이 가능해지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은 이민자의 한국어 읽

기 능력을 측정하는 필기시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읽

기’ 문항과 그에 후행하는 ‘텍스트 내용 설명하기’와 같이 읽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

는 데 있어서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확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

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현재 구술시험과 병행되

고 있는 필기시험 결과를 방향결정검사로 활용하는 2단계의 적응검사 방

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필기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기시

험 문항의 유형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넘어 문장 수준의 읽

기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방향결정검사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KSL진단평가에서 학습자의 한글 자모 읽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항과 같은 과제의 유형을 사회통합프로그램

필기시험에 적용하여 구술시험의 방향결정검사로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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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적합 과제의 타당화

다음으로 양적 타당도 분석 결과 부적합 과제로 판단되었던 ‘다양한 기

능 구사’과제의 과제 적합도를 조정하여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살펴

본다. ‘다양한 기능 구사’과제가 숙달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평가

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전평가에 제시한다면 어떠한 방식으

로 과제 적합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화가능도이론의 적합도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기능 구사’ 과제는

부적합 경향1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에 활용

된 ‘약속하기16)’과제와 같은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 과제는 수험자에게

15) 부적합 과제는 해당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른 과제들에 대한 반응과 어우

러지지 않아 올바른 반응을 할 확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합 경향이 있는 과제는 제작상의 오류가 있었거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이외의 다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타당성이 저해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1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의 단계별 ‘기능’ 학습 내용

1단계

감사하기, 거절하기, 계획하기, 교환하기, 금지하기, 긍정하기, 기술

하기, 동의하기/구하기, 메모하기, 명령하기, 묘사하기, 묻고 답하기,

발표하기, 부정하기, 부탁하기, 비교하기, 사과/사죄하기, 서술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약속하기, 요청하기, 인사하기, 전화

하기, 정보구하기, 제안하기, 조언하기/구하기, 주문하기, 지시하기,

초대하기, 추측하기, 축하하기, 허락하기/구하기, 확인하기, 희망표

현하기

2단계

감사하기, 감정 표현하기, 거절하기, 격려하기, 계획하기, 교환하기,

금지하기, 긍정하기, 기술하기, 동의하기/구하기, 메모하기, 명령하

기, 묘사하기, 묻고 답하기, 발표하기, 부정하기, 부탁하기, 비교하

기, 사과/사죄하기, 서술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안내하기, 약속하

기, 예측하기, 요구하기, 요청하기, 인사하기, 전달하기, 전화하기,

정보구하기, 제공하기, 제안하기, 조언하기/구하기, 주문하기, 지시

하기, 초대하기, 추론하기, 추천하기, 추측하기, 축하하기, 취소하기,

허락하기/구하기, 확인하기, 희망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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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을 요구한다. 역할극 활용 평가는 인터뷰 평가에서 평가자와 수험

자 간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아 수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말하기 평가 방법이다. 이와 같은 평가 과

제는 수험자에게서 측정해내고자 하는 지식이나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측정 오차로 작용한다 (이완기, 2017). 이러한 경우 수험자는 평가를 앞

두고 평가 과제의 유형과 과제 수행 방법 등을 익혀야만 측정 오차를 제

거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수험자 요인, 과제 요인, 상호작

용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 과제였던 약속하기

과제를 예로 들면 수험자 요인으로는 수험자 개인이 실제 약속 경험이

없는 경우, 약속하기 기능을 따로 학습한 경험이 없다면 수험자의 경험

의 부재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

과제 요인으로는 약속 상황을 가정하는 평가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

역할극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이 주로 과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것을 지적했다. 약속하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험자는 ‘약속하

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적인 상황’의 과제에 대한 이해

도 필요하다. 또한 역할극 연습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과제 수행

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3단계

감정 표현하기, 강조하기, 걱정하기, 결심 말하기, 계획하기, 권유하

기, 기원하기, 동의하기, 묘사하기, 부탁하기, 비교하기, 상담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약속하기, 요청하기, 의견 표현하기, 이유 말하

기, 전달하기, 조언하기, 주장하기, 주택 거래하기, 추측하기, 평가하

기, 후회 표현하기

4단계

감정 표현하기, 강조하기, 거절하기, 건의하기, 격려하기, 결과 보고

하기, 권유하기, 금지하기, 기원하기, 동의 구하기, 면접하기, 묘사하

기, 변명하기, 불평하기, 비교하기, 사과하기, 설명하기, 소개하기,

요약하기, 우려 표현하기, 위로하기, 의견 표현하기, 정보 주고받기,

정의하기, 제안하기, 조언하기, 주장하기, 토론하기, 평가하기, 해명

하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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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상호작용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으로 평가자나 다

른 수험자와 대화를 해야 할 경우에 대화 상대의 반응과 참여도에 따른

수행의 차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는 기

본적으로 수험자 간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할극을 요구하

는 과제의 경우에는 두 명의 수험자가 각각 역할을 맡도록 하여 의사소

통을 허용하거나 평가자가 수험자의 대화 상대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

러한 경우 함께 역할극에 참여하는 다른 수험자의 반응 정도나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의 영향을 받거나 평가자의 반응 정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과제를 제시할 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

가 결과에 영향을 주어 측정오차로 작용할 수 있는 외적 요인을 통제하

기 위해 수험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이 중에

서 수험자 요인은 수험자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므로 성취도 평가의 경우

학습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평가와

같은 숙달도 평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의 통제가 어렵다. 상호작용 요인

또한 통제가 어려운데, 이는 평가 상황에서 수험자의 대화 상대가 되는

다른 수험자나 평가자는 무작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속

하기 기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험자는 역할극에 참여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하며 평가 상황에서 초면인 평가자나 다른 수험자와

친구 관계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과제의 수행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과제를 제시할 때 측정오차의 가능성이

있는 외적 요인 중, 평가자가 통제하여 과제의 적합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제 요인이다. 다시 말하면, 수험자가 평가 과제의 내용이나 역

할극 수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적절한 과제 자료의 선택을 통해 과제 지시를 이해시키고 수행을 유도할

수 있다.

과제 자료는 평가자가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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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험자의 과제 수행에 대한 이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평가 개발자는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을 성공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과

제 자료 개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Luomo, 2004).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는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과제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역

할놀이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역할 놀이 카드와 같이 말하기 평가 동

안에 수행 과제에 대한 내용, 개요, 시작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험자에

게 제공되는 글 자료나 그림 자료를 과제 자료(task materials)라 한다

(Luoma, 2004). 그 예로 식단표, 계획표, 토론 주제나 하위 주제, 그림

자료나 연결 그림 자료와 같은 것들이 있다.

[친구와 약속 정하기] 다음 메모를 보고 친구와 약속해 보세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식당 주인의 대화] 다음을 보고 어제 저녁

을 먹은 식당에 전화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설명해 보세요.

분실물 : 지갑(까만색, 가죽)

들어있는 것 : 가족사진, 카드, 현금 3만원

분실한 날짜 : 어제 저녁

분실한 장소 : 식당 화장실

연락처 : 010-3455-6677

[집을 구하는 손님과 부동산 주인의 대화] 아래의 상황을 보고 집을

친구와 같이 부산에 갈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10시,

서울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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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능을 평가하는 과제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제공했을 때의 문

항 난이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 시각적 자료를 제시한 유형

중에서 글로 구성된 읽기 자료의 경우에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료를 사용

했을 때 난이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남미정, 2018). 그림 자료를 활용한

역할극 평가 과제 유형의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구하는 손님과 부동산 주인이 되어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찾고 있는 집

- 세 사람(부부와 초등학생)

- 전세(전세가 없으면 월세)

- 주거 환경 중요

- 이사는 다음 달 20일쯤

[그림 16]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과제의 역할 놀이 카드 제시 형태

  ※ 휴대 전화 가게의 직원과 손님이 되어 대화해보세요.

직원 :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 : 안녕하세요.                   .

직원 :                              .

손님 :                              .

[그림 17]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 과제의 그림 자료 예시

(박자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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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 구사하기’과제는 수험자의 역할극 참여 경험, 가상 상황 이

해 능력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 조건을 통제할 수 있

는 그림 자료의 유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과제 자료인 역할 놀이 카드는 ‘텍스트 읽기’과제와 유사하게

성취도 평가에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숙달도 평가인 사전평가에서는 효

과적인 자료가 되지 못할 수 있다. 한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

하거나 역할 놀이 카드에 제시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과제 자료의 형태를 달리하면 수험자의 과제 지시

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평가자는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 중 측정

을 목표로 하는 말하기 기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기준 및 지침의 보완

2.1. 평가 기준 기술의 상세화

평가 기준은 채점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평가 과제의 개발과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 진단 결과 보고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사회통

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은 [표 35]과 같은 형태의 0-5점 척도의 총체적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

평가 기준 배점

우수함
내용이 풍부하고 한국어 사용에 거의 문제가 없어

서 과제 수행이 매우 양호함
5

매우 양

호함

내용에 부족함이 없고 한국어 사용에 큰 문제가

없어서 과제 수행이 양호함
4

양호함 내용이 부족하거나 한국어 사용이 불안정하여 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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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평가 진행의 효율성과 관련

이 있다. 아래 [표 36]의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구

술시험은 평가자에게 ‘전체적인 인상’과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고려한

‘신속한’ 총체적 채점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2017b). 평가 기준의 기

술을 보면 0-5점 척도의 구분을 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가능함’, ‘미흡함’, ‘적절히’, ‘부정확함’, ‘대부분’, ‘충분히’, ‘어려움

없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각 척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의

평가 기준은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인상적인 판단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법한 정

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평가자는 대부분 본인의 직관에 의존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신동일,

2003).

제 수행이 미흡함

부족
내용이 부족하고 한국어 사용이 다소 불안정하여

과제 수행이 매우 미흡함
2

매우 부

족

내용이 부족하고 한국어 사용이 다소 불안정하여

과제 수행이 매우 미흡함
1

불가능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결여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함
0

[표 35]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평가 기준

1. 평가의 신뢰도 유지 : 채점자 내 신뢰도 유지, 채점자 간 신뢰도

유지

2. 타당도 높은 평가 : 평가 문항의 출제 의도, 출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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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과정에서 총체적 평가 기준을 사용

하고 있어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

인 구성 요소’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이 있다. 총체적 평가 기준은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을 전체적으로 들으

며 그에 대한 인상을 중심으로 채점하여 소요 시간이 짧고 전체적인 판

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에 대하

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말하기 평가의 ‘구인’으로 불리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고려

는 분석적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총체적 평

가 기준과는 대조적으로 말하기 능력의 구인을 분석적으로 고려하여 채

점하는데 사용되는 평가 기준을 분석적 평가 기준이라 한다. 분석적 평

가 기준은 채점 시에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

문에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완기, 2017). 평가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

과정에서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분석적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총체적 평가 기준과 분석적 평가 기준은 각각 장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특정 기준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

유로 각 평가 기준 유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체적 평가

3. 수험자로부터 평가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말(적절한 양과 질)을 도

출

4. 수험자의 말을 정확하게 채점

· 전체적인 인상과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채점. 개별적인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유효성을 판단해서 신속히 채점.

[표 36]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면접관의

역할과 진행 (법무부,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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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분석적 평가 기준을 모두 사용하는 통합적 평가 방법이 있다. 통

합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은 채점표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17). 통합

적 평가를 할 때는 우선 전체적 인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세부적 요소

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 번호 : 이름 :

0 1 2 3 4 5

전체적 인상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능력

논리적구성능력

[표 37] 통합적 평가 방법의 채점표 예시

실제로 여러 유형의 외국어 말하기 평가가 총체적 평가 기준과 분석적

평가 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합적 평가 방법은

전체적 인상과 개별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고려를 평가자에게 요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진행 방식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

가 방법은 기존의 총체적 평가 방법과 함께 분석적 평가도 동시에 요구

한다는 점에서 평가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평가자 교육을 통해

평가자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통합적 평가 방법을 익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평가자 간 신뢰도 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평가 기준에 대하여 평가자

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 차이의 이유는 사회

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 기준이 평가자들에게 각 구인에 대한 구

체적인 정의와 해당 구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 이완기(2017)를 수정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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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자료(법무부, 2017b)에서는 외

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자체에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소략하게 제

시하고 있다.

- 정확성 : 문법, 문장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 유창성 : 더듬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말

하는가? 유창하지 않을 때는 듣는 사람에게 답답함을

주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않게 됨.

- 발음 : 개별 단어의 발음과 전체적인 발화 속에서의 억양 등.

의미를 실어서 전달하는 발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 적절성 : 상황, 목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 범위 :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가?

- 상호작용 : 상대방의 이해 정도나 반응에 맞춰서 말하는지 일방

적으로 준비한 말을 하는지 등.

위와 같이 법무부(2017b)는 정확성, 유창성, 발음, 적절성, 범위, 상호작

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음, 정확성, 유창

성, 담화구성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에 대한 정의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해외의 평가 기준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타당한 평가 기준 제작을 위해

평가 기준의 기술 과정에서 수험자의 수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문가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해외의 평가 기준 개발 사례를 살펴

보면, 먼저 전문가 집단의 자료 분석, 실제 말하기 수행 자료 분석과 같

은 질적인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인에 대한 기술을 한다. 이

는 수험자의 실제 말하기 수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풀처(Fulcher, 1996)는 유창성 평가 기준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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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험자의 실제 발화를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Young,

1995)은 미국 외국어교육 협회의 말하기 평가(ACTFL OPI) 기준서와 캠

브리지 영어 말하기 평가(Cambridge Assessment of Spoken English)의

평가 기준을 제2언어 습득 이론에 근거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계 기

법과 같은 양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기준을 기술하기도 한다. 노스와 슈

나이더(North, 1993)은 기존의 평가 기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인분

석이나 중다특성-중다방법과 같은 전통적인 양적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다국면라쉬모형이나 다차원 척도법과 같은 방법을 평가 기준 개발에 사

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나마라(McNamara, 1996)는 당시의 평가 기

준이 직관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쳐 제작된 평가 기준은 평가

과제 제작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제

작된 영어 숙달도 시험 중 하나인 어린이 학습자 영어 시험(Young

Learner English, YLE)의 평가 기준은 과제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 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평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시험인

초급(Starter)의 시험은 현재형을 묻는 문제가 제시되고 중간 단계인 중

급(Mover)의 시험은 과거형을 묻는 문제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평가 기

준을 기반으로 하여 과제의 성격을 결정한다 (신동일·서인영, 2002).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준의 개발 과정에서는 이민자 언어 사

용역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

으므로(이미향·서혁·김호정, 2018), 해외 사례와 같이 수험자의 수행 데

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기에는 현식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

안적인 평가 기준 개발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자 훈련 자료 (법무부, 2017b)에서 제

시하고 있는 정확성에 대한 설명은 ‘문법, 문장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 구인으로

삼고 있는 ‘정확성’은 ‘문법적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 인

터뷰를 살펴보면, 발음의 이해가능성, 내용의 이해 정도와 같은 요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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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에 포함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평가 기준에서 정확성 구인에

대한 등급별 기술은 찾아볼 수 없지만, 총체적 평가 기준에서 ‘오류’, ‘한

국어 사용의 정확성’, ‘이해 가능한 한국어’, ‘한국어 사용의 안정성’과 같

은 표현 등을 통해 정확성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평가 기준에서는 수험자의 사용 어휘나 문법적 표현과 같은

문법적 정확성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 기술이 없이 ‘한국어 사용의 정확

성’, ‘오류 출현의 빈도’ 등 인상적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될 수 있을 법한

기술을 하고 있다. 평가자 인터뷰를 살펴봤을 때, 평가자들은 대체로 문

법적 정확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

평가

목표
평가 기준 배점

소재/

상황

설명

하기

우수함
내용이 풍부하고, 한국어 사용이 정확하고

유창해서, 과제 수행이 우수함
5

매우

양호함

내용이 풍부하고,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

으나 비교적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

용해서 과제 수행이 매우 양호함

4

양호함

내용이 적절하고, 약간의 오류가 있으나 이

해 가능한 한국어를 사용해서, 과제 수행이

양호함

3

부족
내용이 부족하거나 한국어 사용이 불안정해

서 과제 수행이 미흡함
2

매우

부족

내용이 부족하고, 한국어 사용이 다소 불안

정해서, 과제 수행이 매우 미흡함
1

불가능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결여되어 과제 수행

이 거의 불가능함
0

[표 38]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기준의 정확성 기술

(법무부, 2017b)



- 143 -

법 제시 배열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교육이나 평가 경험이 많은 평가

자의 경우 이를 숙지하고 평가 상황에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지

만, 보다 일관적인 평가 결과를 위해서는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의 기술 과정은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같이

수험자의 실제 수행 데이터와 전문가의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 기준이나 등급

별 기술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위

와 같이 이민자 대상 학습 교재의 어휘, 문법적 요인의 배열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등급별 기술이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2. 평가 지침의 구체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는 한 회의 평가에 두 명의 평가자가 참여

하는 2인 교차 채점 방식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다. 2인 교차 채점 방식

은 평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평가의

타당성 제고의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신동일, 2006). 이러한 복수

채점제를 통해 타당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평가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 절차의 지침을 명시적으로 제시

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 과정에서 진행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도 구술시험

평가자에게 진행 방법이나 유의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진행 지침을 제

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평가 기준과 함께 평가자가 평가 절차를 진행하

는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평가자에게 제공하는 지침은 대부분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평가자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자율적인 준비

시간 배정, 어휘의 조정, 평가자 간의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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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험자로부터 적절한 양과 질의 말하기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말

하기 전에 문제 읽어보기, 생각할 시간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앞서 살펴본 준비 시간과 응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어 평가

도구와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에는 평가 시간동안 준비 시간

에 대한 배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읽어볼 시간이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평가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는 평가자가 평가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을 맡겨 평가 진행상

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험자가 응답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말하기 능력의 부족인지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여 어휘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난이도를 조절할 어휘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더 구체

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와 같은 성취도 평

가에서는 해당 단계에서 학습한 어휘에 대한 이해가 평가의 중요한 대상

이 된다. 따라서 평가자는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난이

도를 조절해야 하는 어휘가 해당 단계의 학습 목표 어휘인지, 아니면 단

지 과제를 주기 위한 지시의 목적으로 사용한 도구적 어휘인지 판단하여

조절해야 한다. 이를 평가 지침에 반영하여 수험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지시문의 어휘가 형평성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자 역할 분담에 대한 지침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두 명의 평가자는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진행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가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는 평가 과정에 함께 투입되

는 다른 평가자와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과 동일하게 두 명의 평가자와 두 명의 수험

자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는 캠브리지 영어 능력 시험(Cambridge

English Exam, C1)에서는 각 평가자가 맡는 역할을 평가 진행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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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명의 평가자는 ‘진행자’로서 수험자와 소

통을 하며 평가 과제를 제시하며 동시에 총체적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

고, 다른 평가자는 ‘채점자’의 역할로 평가 과정을 관찰하며 말하기 능력

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

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는 평가자에게 자율적으로 역할 분배를 맡기

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평가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 평가자 간의 역할 분배에 혼란을 주고, 이는 원활한 평가 진행을 방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평가자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평가 지침은 해

석이 다양해져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재

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지침에서 명확하지 않은 준비 시간 배

정, 어휘 난이도 조절, 평가자의 역할에 대한 기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평가자 신뢰도의 측면

3.1. 평가자 훈련 방법의 재고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들은 모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후 실제 평가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안

정적인 평가자 신뢰도를 예상했으나 사전 채점타당도 분석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 격차를 보였다. 세 명의 평가자는 동일한 내용의 평가자 훈련

을 받았으며 교육, 평가 경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평가자 신뢰도 확보는 말하기 평가 도구의 개발과 운

영 과정에서 평가 도구 타당도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가 이수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진단해보고 개선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먼저 평가자 훈련 기간과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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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은 하루 동안 9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외 말하기 평가의 평가자 훈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짧

은 시간이다. 미국 외국어 교육 협회(ACTFL)의 OPI 평가자 훈련은 2일

또는 4일에 걸쳐 이루어지고, 호주 ISLPR의 평가자 훈련과 영국 문화원

시간 내용 담당

9:00-9:30 사전 등록 한국이민재단

9:30-9:45 개회사/환영사

한국이민재단

및 KIIP 거점

운영기관

9:45-10:15

오리엔테이션(과정소개 등)

-구술감독관 양성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

이 민 통 합 과

담당자 또는

출입국관리사

무소 이민통

합 지 원 센 터

담당자

10:15-11:45

평가 체계 및 구술시험 기본 개요

-구술시험 목표, 구성 체계 등

-각 평가법 측정영역 및 방법

전문 교수

11:45-13:00 중식 -

13:00-14:30

구술시험 방법 및 채점요령

-평가별 채점표 작성방법

-기타 세부 운영 요령 등

전문 교수

14:30-14:40 팀별로 실습장소로 이동 및 휴식 -

14:40-17:20

구술시험 실제 시연 및 실습(팀별)

-팀별 전문 교수 지도 하에 실시

*실습 외국인 7명 참여

전문 교수

17:20-17:40 교육 종합평가 전문 교수
17:40-18:00 수료식 한국이민재단

[표 39]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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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Council)의 캠브리지 영어 능력 시험(Cambridge English Exam)

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자 훈련은 9시간 중 훈련 외의 행사 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남짓 진행된

다. 이는 평가자 훈련이 최소 10시간 이상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

했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또한 하루에 모든 훈련을 끝마치는 것보

다는 이틀 이상에 걸쳐 연수를 받거나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받

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동일, 2006).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ACTFL OPI

평가자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자 훈련

의 강연 내용과 마찬가지로 ACTFL 등급, OPI특성, 인터뷰 기법, 채점

전략에 관하여 강연한다 (신동일, 2006). 호주의 영어 숙달도 평가 도구

인 ISLPR(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Proficiency Ratings)의 평가

자 훈련과정과 ACTFL OPI 평가자 훈련에서는 등급표와 채점 체계에

대한 설명 이후 평가 실습 또는 평가 사례로 연결을 짓는다. 이러한 방

식과 같이 이론적 체계를 숙지하고 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 지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신동일, 2006).

OPI 평가자 훈련은 1-2일에 걸친 OPI 친숙화(familialization) 워크숍과

OPI 평가 워크숍(OPI Assessment Workshop)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OPI 평가자 훈련의 형태라 할 수 있는 4일의 OPI 평가자 훈련은 언어

교실에서 OPI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등급 척도, 말하기

평가의 구성과 관련한 이론적 강의가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

가자 훈련과 비슷하다. 그러나 최대 참가자 수를 10명으로 제한하여 참

가자가 초급에서 고급에 걸친 모든 숙달도의 수험자의 평가 수행을 관찰

하고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실습수업의 특성상 그 이상의 인원을 대

상으로 수업할 경우 효율적인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

한다.

반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자 훈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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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평가자 인터뷰와 평가자 양성 훈련 세

부 일정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평가자 훈련에서도 이론적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강의에서는 국

외의 평가자 훈련과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해, 구술감독관

양성 개요, 평가 체계 및 구술시험 기본 개요, 구술시험 방법 및 채점 요

령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습 과정에서 국외의 평가자 훈련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자 훈련에서는 짧은 훈련 시간에 비해 강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평가자가 실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평가자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실습 시간이 해외의 평가자 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실제 실습 가능 인원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훈련 시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연 시간은 전체 일정 중 75%를

차지한다. 반면에 실제 시연 및 실습 시간은 25%만을 차지하며 이마저

도 평가자 여러 명을 팀으로 꾸려 실제 평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인원

과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많지 않다.

또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이나 실제 평가 사례에 대한 설명이 미

흡했으며, 평가자의 역할이나 질문 방식 등과 같은 평가의 진행 측면에

만 초점을 맞춰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자 훈

련에 참여하는 이들은 예비 평가자이므로 동일한 평가 경험이 없을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평가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 평가 체계의 이론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서 습득한 평가 이론을 적

용해 볼 수 있는 실습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정리하자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 평가자 훈련은 국외의 평가

자 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가 실습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

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평가자 훈련을 위해서는 훈련 시간

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훈련 참가자들이 평가 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습과 다양한 평가 사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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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습 과정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평가자 재훈련 방안 마련

평가자 단면 출력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평가자 훈련 과정

을 거쳐 실제 말하기 평가 상황에서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안정적인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평가자들의 재훈

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평가자 세 명 모두 평가자 재훈련이 필

요하다고 답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예비 평가자

로써 평가자 훈련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실제 평가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 훈련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 감각을 지닌 현재의 상태에서 평가자 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신뢰도 유지 및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

다. 두 번째 이유는, 평가자 훈련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자

간의 판단 기준의 괴리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평가자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자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 과정을 포함한 재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했다.

평가자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외의 사례로 ACTFL OPI

의 인증 고급 교육 워크샵(OPI Certification Advancement Training

Workshop)이 있다18). ACTFL에서는 신임 평가자 교육 외에 정기적으

로 진행하는 기존 평가자 대상의 재교육을 중요시한다(신동일, 2006). 위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PI 인증 고급 교육 워크샵(OPI

Certification Advancement Training Workshop)은 기존의 OPI 평가자

18) ACTFL 홈페이지 :

https://www.actfl.org/assessment-professional-development/professional-devel

opment-workshops/proficiency-assessment-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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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받은 평가자를 대상으로 열리는데, 이들이 OPI와 관련한 정보와

평가 체계에 대한 지식을 되살릴(refresh)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초급 수준의 평가자가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기위해 참여하

기도 하며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가자로서 본인의 신뢰

도를 유지하기 위해 참여하기도 한다.

평가자 인터뷰와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평가자 훈련을 통

한 신뢰도 유지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자 재훈련이

필요하다. 평가자 재훈련의 목적은 평가자가 일관되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평가자 재훈련에서는 초기 훈련과 마

찬가지로 평가 방법과 체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보다는 현장성 있는 훈련을 위해 초급에서 고급에 걸친 학습

자를 대상으로 평가 실습 과정을 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고 본다.

4. 평가 운용의 측면

4.1. 평가 시간의 분배

평가자가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험자에게 적정한 평가 수행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험자가 본인의

말하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평가자가 수험자의 수행을 듣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과제에 대한 준비 시간과 응답 시간이 주어져야 한

다. 적정한 평가 수행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제의 유형이나 난

이도와 같은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에 배정되는 시간은 총 10분으로 사전평

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서 모두 동일하다. 또한 응답을 위한

준비시간을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 문항 당 응답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해외의 말하기 평가 도구들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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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과 중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시험(HSKK)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도구는 모두 말하기 숙달도 평가로 대부분 20분 정

도의 수험 시간을 소요한다. 중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시험은 수험자가

본인의 말하기 숙달도에 적절한 수준의 평가 도구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수준의 평가 문항 수와 수험 시간에 차등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숙달도 평가인 사전평가와 그 외의 성취도 평가

유형들 간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5개의 문항을 제시하며 총 수험

시간 10분을 소요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을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응답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문항별로 제시된 시간 안에 답변을 끝내야

한다. 반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은 총 수험 시간 10분이라는 제

한 외에는 다른 시간적 제한이 없었다. 다만 평가자 양성 교육 자료에서

평가자가 평가 시간을 ‘도입(3분)-채점(6분)-정리(1분)’으로 운영하도록

평가 도구 문항 수 수험 시간 준비 시간

문항 당

시간

제한

문항 당

응답

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

5 10 없음 없음
단계

중간
종합

TOEIC 11 20분 0-45초 있음 15-50초

TOEFL 6 20분 15-30초 있음 45-60초

IELTS 3 11-15분 일부 있음 있음 1-2분
TSE 10 25분 일부 있음 있음 30초-1분

ESPT 14 20분 없음 있음 7-25초

HSKK

초급 27 10분

미공개

있음

미공개중급 14 21분 있음
고급 6 14분 있음

[표 40] 말하기 평가의 시간 구성

(김정태, 2009; 원미진·황지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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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 2017b). 이로써 평가자가 자율적으

로 평가 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회의 평가에 적게는 두

명에서 많게는 다섯 명의 수험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각 수험자에게 할당되는 응답 시간을 평가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은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가자의 응답 이전에 주어지는 준비 시간은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자가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되는

충분한 양의 말하기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Fulcher,

2005). 다른 유형의 외국어 평가를 살펴보면 개인적 정보와 같은 단순한

질문에는 준비 시간을 주지 않지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답변과 같은 문

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준비시간을 제공한다 (김정

태, 2009).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ESPT)의 경우, 수험자의 실제적인 언

어 활용 능력 및 종합적인 언어구사능력 측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문항의 종류와 관계없이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수험자의 답변을 요

구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도 ESPT와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

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말하기 평가 도구는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을 정해

두고 있다. 또한 각 문항의 유형에 따라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의 배정

을 달리한다. 이러한 형태의 시간 분배의 대표적인 예로 토익 스피킹

(TOEIC Speaking)의 시간 분배를 살펴볼 수 있다19).

19) 토익 스피킹 평가 안내 홈페이지 참고

:http://exam.ybmnet.co.kr/toeicswt/introduce/component.asp

구분 과제 유형 문항 수 준비 시간(초) 답변 시간(초)

1-2 문장 읽기 2 45 45
3 사진 묘사 1 45 45

4-6 듣고 질문에 답하기 3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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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스피킹 시험에서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평가의 후반부로 갈수

록 과제 처리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준비 시간이 늘어났고 평가 유형

에 따라 답변 시간도 조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 소리 내

어 읽기 기능을 요구하는 ‘텍스트 읽기’문항과 동일한 유형의 문항인 토

익 스피킹의 ‘문장 읽기’ 문항에서도 수험자가 주어진 글을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과제에는 ‘지문을 읽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와 같이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은 수험자로부터 충분한 양의 말하기 수행을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Bachman & Palmer, 1996). 또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수험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 상황에서 평가자가 시간을 제대로 분배

하지 못한다면 각 수험자에게 할당되는 시간에 차이가 나 충분한 말하기

수행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험자가 생길 수 있다.

평가자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평가자들은 각자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 시간을 배정하고 있었다. 평가자는 수험자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수험자의 수행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소극적인 성향의 수

험자에게 준비시간이나 응답시간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평가 시간을 운용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도 다른 평가 도

구의 시간 분배와 마찬가지로 과제의 유형에 따라 적정한 준비 시간을

마련하여 수험자가 본인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 상황에서 충분히 발휘할

7-9
제공된 정보를 사용

하여 질문에 답하기
3

45(지문 읽는

시간) / 3
15-30

10 해결책 제안하기 1 45 60
11 의견 제시하기 1 60 60

[표 41]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의 시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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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 시간에 제한을 두어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수험자에게 말하기 수행 기회를 동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2. 평가 결과의 보고 및 관리

루오모(Luomo, 2004)에 따르면 평가 결과의 보고 및 이용까지에 걸친

품질보증작업을 통해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평가 결과가 보고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보완을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을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말하기 평가의 결과는 흔히 숫자나 문자로 된 점수로 보고되어 학생을

적절한 수준의 수업에 배치하거나 취업이나 입학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

는 데 사용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전평가의 결과는 이 중에서 전자

에 해당하고 종합평가의 결과는 후자와 유사하게 영주 또는 귀화의 자격

을 판단할 때 사용된다. 단계평가와 중간평가의 결과는 수험자가 해당

단계의 학습 내용 성취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통합프로그

램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수험자에게 보고된다.

[그림 18]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결과 점수표 (오승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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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가 수험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전반적인

등급 점수나 합격 여부를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 배정이나 학습자 수준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도구라면 더 자세한 보고 방식이 필요하다 (Luomo, 2004). 이러한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 과정을 확

인할 수 있고 교사는 학습자를 지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

따라서 배치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전평가나

단계별 성취도를 확인하는 목적의 단계평가에서는 보다 자세한 평가 결

과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결과

는 보다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토익 스

피킹의 평가 결과에는 수험자의 말하기 수행의 총제적인 점수와 함께 진

단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서술 내용에는 수험자의 수행 수준의 강

점과 약점과 관련한 진단적 정보, 발음의 명료성에 대한 평가 내용, 억양

과 강세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취도 평가인 단계평가의 결과에 포함하여 수험자

에게 전달된다면, 수험자는 본인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고 교사는 이

를 활용하여 수험자에게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렇게 축적된 평가 결과를 관리하여 활용하는 과정도 평가 도구의 타

당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도구를 시행하기 전

에 수험자 집단의 일부를 선정하여 예비 평가를 통해 평가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동일, 2006). 또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과

정 중에도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수험자와 평가자의 의견과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평가 자료를 활용

한 타당화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의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개발되었

던 평가 도구는 보다 현장성 있는 평가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

기존의 한국 국적 귀화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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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영주 또는 귀화를 희망하는 이주민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평가 도

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타당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접근이 가능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개발 자료나 연구 자료가 없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이러

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타당화 연구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자료나 평가 예시 문항을 자료로 하여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도구가 한국 국적을 결정하는 판

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양과 질의 평가 수행 자료를 활용한 실제적인 타당화 작업을 통

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과 결과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방안도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평가 결과 보고 방식과 같은 단순

한 점수나 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진단적인 정보를 포함한 결과물을 수험

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축적한 평가 결과물은 차후

평가 기준이나 등급 기술을 보완하는 데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 평가 도

구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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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말하기 평가 도구

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말하기 과제와 평가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다국면라쉬모형과 일반화가능도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평가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

기 숙달도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수험자, 평가자, 평가 과제, 평가 기준, 평

가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수험자와 평가자 단면의 적

합도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다. 수험자 단면 분석 결과, 네 명의 부적합 수험자가 있었다. 평

가 과정이 수험자에게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이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을 부적합 수험자라 한다. 그러나 네

명의 부적합 수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난이도 분포가 수험

자 능력의 분포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인 분리신뢰도

가 .99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평가 결과가 수험자의 능력에 의한 편

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평가자 단면에서는 평가자의 엄격성과 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

기에 앞서 사전에 채점타당도를 상관관계와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확인

하였다. 채점타당도 확인 결과, 세 명의 평가자 중 평가자2의 평가 결과

가 일치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자2의 평가 결과를 제외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자 단면

출력 결과에서 평가자의 엄격성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신뢰도가 .98로

사전 채점타당도 검증 시의 신뢰도인 1.00보다 낮아져 엄격성 편차가 낮

아졌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실제일치도와 기대일치도 수치를 통해 평

가자 간의 엄격성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불일치가 큰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사전 채점타당도를 통해 평가자 간의 일치도 편차를 줄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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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격성과 일치도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추후 평

가 개선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

세 명은 학위, 강의 경력, 평가 경력 면에서 모두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세 명이 모두 비슷한 배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

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평가자 훈련을 이수하여 평가자로 참여한 경

력이 다수 있다. 평가자의 개인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외의

배경이 비슷한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일치도 편차를

줄이는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엄격성과 일치도에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수준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이는 평가 기준 설정, 평가자 훈련

에서 주목해야할 결과이다.

평가 과제 단면에서는 평가에 사용된 일곱 가지 과제 유형의 난이도와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7번 과제인 ‘논리적 말하기’과제가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나타났고 1번 과제인 ‘텍스트 읽기’과제가 가장 쉬운 문

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과제는 묘사·설명하기, 개인경험, 텍스트 내용

설명하기, 문화비교,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의 순서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적합도 분석에서는 1번 과제인 ‘텍스트 읽기’과제가 과적합 양상으

로 나타났고 4번 과제인 ‘다양한 기능 구사하기’과제가 부적합 양상으로

나타나 적합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평가 기준 단면의 분석 결과를 통해 평가자는 발음 구인을 평가할 때

가장 관대하게 평가를 하며 담화구성능력, 유창성 순으로 평가의 곤란도

가 높아지며 정확성을 평가할 때 가장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했

다.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는 정확성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과적합 경

향으로 나타나 평가자가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독립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

음 평가 결과는 부적합 경향으로 나타나 편차가 불규칙적이고 평가 결과

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

험에서는 0-5점 척도의 총체적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

한 평가자에 따르면 총제적기준으로 평가할 때보다 분석적기준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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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험자 발화에 더 집중하여 평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평가 결과를 교

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석적 평가 기

준을 설정한다면 외부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

도록 정확성과 발음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0-5점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 척도 단면의 출력 정

보와 모형특성곡선, 확률 곡선을 통한 분석 결과 0-5점 척도는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각 단면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일반화연구 통해 각 구인별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오차 요

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의 네 평가 영역에서 모두 수험자의 능력 차이가 46% 이상으로 반

영되어 평가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

가자의 영향 또한 평가 결과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정확성의 평가자 분산성분 추정치(r)가 21.51%로 가장 높았

고 발음이 10.2%로 그 다음이었다. 이는 정확성 평가 결과에 평가자의

영향이 21.51% 반영되고 발음의 평가 결과에 10.20% 가량 반영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수험자와 평가자의 상호작용(pr)으로 인한

영향력을 보아도 알 수 있었는데 발음 영역의 경우에는 pr이 11.50%로

평가자의 영향력보다 크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발

음 평가 결과의 경우 수험자와 평가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이 크며

정확성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창성과

담화구성능력에서 평가자 요인은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고 수험자의

능력차이로 인한 분산성분 추정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의 난이도(t)의 영향력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과제에

따라 담화구성능력과 유창성의 평가 결과가 다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수험자와 과제의 상호작용(pt)에 따른 영향은 영역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수험자와 과제의 상호작용(pt)은 특정 수험자

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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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담화구성능력 영역이 가장 큰 수치를 보였으며 유창성, 발음,

정확성 순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수험자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

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담화구성능력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화연구에서는 모든 영역의 평가 결과가 수험자의 능력 차이로 결정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평가자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을 확인하였다. 일반화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정연구에서는 일반

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를 통해 평가의 최적화된 조건을 제시하였다.

발음 구인의 결정연구에 따르면 평가자가 두 명이고 과제가 네 가지 이

상일 경우 안정적인 일반화가능도계수와 의존도계수 확보가 가능했다.

또한 과제의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 평가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정

확성 구인은 평가자가 두 명일 경우 세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때

안정적인 수치 확보가 가능했으며 발음과 마찬가지로 과제의 수보다 평

가자 수의 조정이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는 유창성 구인의 결정연구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담화구성능력 구인의 결정연구 결과는 발음의

결정연구 결과와 동일했다. 전체적으로 결정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과제

의 수 조정보다는 평가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평가 결과 확보

에 유리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대면 말하기 평가를

운영할 때 실제적으로 두 명 이상의 평가자가 참여하기에는 어렵다고 보

아 평가자를 두 명으로 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량적 통계 절차를 바탕으로 평가자 서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양적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 경험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제고해볼 수 있었다. 평가자는 공

통적으로 평가 과제의 제시 방법의 수정,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마련과

평가자 훈련 및 재훈련 방법 개선에 대하여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각 측면에 대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방법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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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평가를 대체하여 녹음물 평가를 진행하였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

제 문항의 미공개로 예시 문항을 참고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겠다. 그

러나 유일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 도구를 참고하여 실제 수험자와

평가자의 참여로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평가 결과를 정량적 분석 방

법과 평가자 인터뷰와 같은 경험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의 타당화 제고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163 -

참고 문헌

강소산(2015),「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말하

기 평가 효능감」,『화법연구』 30, 한국화법학회, 1-35.

강수정(2019),「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13(1), 다문화평화연구소,

139-163.

구민지(2014),「한국어 교육 성취도 평가 분석 사례 연구」, 『우리말

교육현장연구』 8(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11-236.

국은영(2017),「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연구: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

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선(2017),「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면대면 인터뷰 방식과 컴퓨터 기

반 평가 방식 간 측정학적 특성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선, 이규민, 강승혜. (2010). 「일반화가능도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와 오차요인 분석」. 『한국

어교육』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1-75.

김상경(2015),「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평가 방안 연

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수⋅권경근 (2011),「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한국어학』52, 한국어학회, 25-50.

김성숙(2001),「채점의 변동요인 분석방법에 대한 고찰: 일반화가능도

이론과 다국면 라쉬모형의 적용과 재해석」, 『교육평가연

구』14(1), 한국교육평가학회, 303-325.

김성숙·김양분(2016), 『일반화가능도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정태(2008),「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 모형 및 시험타당도 검사 절

차」,『언어와 문화』4(3), 47-76.

김유정(2008),「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현황과 과



- 164 -

제: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3개국 시험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38, 95-122.

김윤주(2013),「다문화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안 -

다문화 시대 문식성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정태(2009),「말하기 평가 시행 도구 기술과 문항 유형간의 관계성 연

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2(1),

177-202.

김희정(2009),「이민자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명호(1996),「수행평가에 있어서 일반화가능도이론의 활용」. 『교육

평가연구』 9(2), 한국교육평가학회, 73-93.

남미정(2018),「한국어 말하기 평가 문항에 있어 과제 유형에 따른 난이

도 분석」,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6차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13-322.

민병곤·이성준(2016),「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의 쟁

점과 과제」,『국어교육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 67-110.

민병곤, 조수진, 홍은실, 박현정, 강석한, 오예림, 이승원, 안현기

(2017),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연

구」, 『한국어교육』 157, 한국어교육학회, 309-340.

박경래(2013),「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영

주어문』26(0), 영주어문학회, 5-39.

박동호, 김유미, 김현정, 신동일, 우창현, 이영식, 조수진, 지현숙

(2012), 『한국어능력시험의 CBT,iBT 기반 말하기 평가를

위한 문항 유형 개발 연구보고서』, 국립국제교육원.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인문학연



- 165 -

구』44, 263-310.

법무부(2017a),『2017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운영지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2017b),『 201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

육』,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급2, 한국이민재단.

박자영(2015),「한국어 말하기 평가 설계를 위한 시험 입력물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태제(2002),『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성태제(2014),『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신동일(2000),「영어과 평가에서 다차원구조와 모형에 관한 논의」,

『응용언어학』16(1), 한국응용언어학회, 143-159.

신동일(2001),「일반화가능도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연구」, 『응용언어학』 17(1), 한국응용언어

학회, 199-221.

신동일(2003),『한국의 영어평가학1-시험 개발편』, 서울:한국문화사.

신동일(2006),『한국의 영어평가학2-말하기시험편』, 서울:한국문화사.

신동일·서인영(2002),「SLA 선행 연구에 근거한 말하기 평가척도 제안:

문법 영역 중심으로」, 『영어교육』57(2), 423-450.

오승영(2019),「이주민 대상 한국어 시험의 맥락 타당도 연구」, 배재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원미진(2016),「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모의

시험 개발 절차」,『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1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64-170, .

원미진 (2018),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 『국제한

국언어문화학회 제 26차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

국언어문화학회, 10-23.



- 166 -

원미진·황지유(2018),「언어능력 평가로서의 말하기 평가 내용 연구 –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국내외 말하기 평가의 비

교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75, 한국문학언어학회

(구 경북어문학회), 45-78.

유준영(2010),「취업 목적 한국어 능력 평가 개선 방안 연구: ESP-KLT

와 B-TOPIK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이미향⋅서혁⋅김호정(2018),「이민자 대상 구술시험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8, 국제한

국언어문화학회, 58-71.

이미혜(2014),「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한국어능력 평가 도구 개발을 위

한 기초 연구」, 『언어와 문화』10(3), 167-188.

이미혜(2015),「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 방

향」,『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5(0),

210-219.

이미혜(2016),「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융합』 38(5), 461-486.

이성순(2010),「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

구』21(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5-187.

이성준 (2018),「한국어 말하기 평가 타당화를 위한 논거 기반 접근법의

이해와 적용」,『화법연구』41, 한국화법학회, 85-116.

이영식·신상근(2004),「다변량 일반화가능도이론에 의한 말하기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2), 249-265.

이완기(2017), 『영어평가 방법론』, 북플랜트.

이은하(2007),「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평가를 위한 분석

적 채점 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향(2012),「한국어 말하기 수행평가의 발음 범주 채점 방식에 따른 채



- 167 -

점 신뢰도 분석 –다국면라쉬모형을 활용하여-」,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25-355.

이향(2013),「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의 발음 범주 채점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숙(2014),「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서울 제2 거

점기관을 중심으로」. 제11차 한국평화연구학회 국제학술

세미나, 837-849.

이혜경(2013),「귀화적격심사제도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옥(2005), 『적응검사』, 서울: 교육과학사.

장소영·신동일(2009), 『언어교육평가 연구를 위한 FACETS 프로그램』,

서울 : 글로벌콘텐츠.

정호진(2013),「설문조사를 통해 본 EPS-TOPIK 발전방안」, 『교육문

화연구』 19-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조재윤(2008),「일반화가능도이론을 이용한 말하기 평가의 과제와 채점

자 요인 최적화 조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조항록(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

구」, 『이중언어학』 50, 235-267.

조항록(2015),「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입국 사증 취득을 위한 한

국어능력 평가 체계 연구」,『언어와 문화』 11(1),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 163-188.

조항록(2016),「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

실시와 현지교육기관의 대응: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10-1, 다문화평화연구소, 1∼19.

조항록·이미혜·이영숙·고상두(2013),「결혼이민자 기본 소양 실태 조

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168 -

조항록, 이미혜, 최은규, 박경래, 김제열, 이영숙, 조현용, 이성순, 윤영.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 개편 연구」,

2012 법무부 용역보고, 서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

부.

지은림·채선희(2000), 『라쉬 모형의 이론과 실제- 교육 심리 사회 연

구방법론 총서, 측정 평가 4』, 서울 : 교육과학사.

최성렬(2017),「대학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말하기 평가 내용타당도 연

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은규(2006),「유형별로 본 한국어 능력 평가의 실제와 과제: 배치 시

험과 성취도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9-319.

최인철(2000),「영어 의사소통능력의 모의 구술 면접시험 방식 양상 타

당성 검증」, 『응용언어학』16(1), 한국응용언어학회,

215-246.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외국인 고용허가제 Data Book』, 한국산업

인력공단.

Alderson, J., Clapham, C. and Wall, D. (2010), Language test

construction and evalu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Angoff, W. H.(Ed.)(1988), Validity: An evolving concept,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1954). Technical

Recommendations for psychological tests and

diagnostic techniques, Washington.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1966),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 169 -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1974),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1985),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ssoci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al(1999),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n.

Associ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2014),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merical

Psychological Association.

Bachman, L. F. (1988), Problems in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0 (2), 149-162.

Bachman, L.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Bachman, L. (1997), Generalizability theory, In C. Clapham & D.



- 170 -

Corson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ume 7: Language testing

assessment, Dordrecht:Kluwer, 255-262.

Council of Europe (2010),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김한란 외 15인 역(2001),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서울: 한국

문화사.

Bachman, L. F. and Palmer, A. S. (1981), The construct validation

of the FSI oral interview, Language Learning

31, 67-86.

Bachman, L. F., Lynch, B. K., & Mason, M. (1995). Investigating

variability in tasks and rater judgements in

performance test of foreign language speaking,

Language Testing 12(2), 238–257.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olus, R. E., Hinofotos, F. B., & Bailey, K. M. (1982), An

introduction to generalizability theory in second

language research, Language Learning 32, 245-258.

Brown, A., McNamara, T., Iwashita, N. and O’Hagan, S. (2001).

Investigating Raters’ Orientations in

Specific-purpose Task-based Oral Assessment, TOEFL

2000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report.

Brown, G. & Yule, G. (1983),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an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of conversational

English, Cambridge: CUP.

Brown, J. D., & Bailey, K. M. (1984), A categorical instrument for



- 171 -

scoring second language writing skills, Language

Learning 34(4), 21-22.

Bygate, M. (1987), Speaking, Oxford:OUP.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2011), Assessing Speaking

Performance at Level C1, Cambridge: UCLES.

Carr, N. T.(2011), Designing and Analyzing Language Tests(Oxford

Handbooks for Language Teachers), USA: Oxford

UniversityPress.

Chall, J. S.(1996),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2nd),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Chapelle, C. A.(1999), Validity in language assessment,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9(1), 254-272

Cronbach, L. J., (1971). Test validation. In R. L. Thorndike

(ed.).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Cronbach, L. J., Gleser, G. C., Nanda, H., & Rajaratnam, N.

(1972). The dependability of behavioral

measurements: Theory of generalizability for

scores and profiles, New York: Wiley.

Cronbach, L. J., & Meehl, P. E.(195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4),

281-301.

Cureton, E. E. (1951). Validity. In E. F, Lindquist (ed.),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621-695.

Dandonoli, P. & Henning, G.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and oral proficiency procedure. Foreign



- 172 -

Language Annals 23, 11-22.

Davies, A., & Elder, C.(Eds.)(2009), Validity and Validation in

Language Testing: Taylor & Francis.

Douglas, D., Selinker, L. (1992). Analyzing oral proficiency test

performance in general and specific purpose

contexts. System, 20(3), 317-328.

Douglas, D.(1994), Quantity and Quality in Speaking Test

Performance, Language Testing 11(2), 125-44.

Ebel, R. L.& D.A.Frisbie(1991), Essentials of Educational

Measurement(5th Edition), Englewood Cliiffs, NJ:

Prentice-Hall.

Fitzpatrick, R. & Morrison, E. J., (1971), Performance and product

evaluation. In Thorndike, R. L., (ed.) Educational

measurement. Second editi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Washington DC, pp. 237-70. Reprinted

in Finch, F. L. (ed), (1991), Educ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Chicago: The Riverside

Publishing Company, pp. 89-138.

Fulcher, G. (1996), Does thick description lead to smart tests? A

data-based approach to rating scale

construction, Language Testing, 13(2), 208–238.

Fulcher, G. (2005). Second language testing,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Friedman, C. B. (1984). The Construct Validation Of Second

Language Proficiency Tests With Different Native

Language Groups (bias).

Gronlund, N.E.(1985), Measurement and Evluation in Teaching, New

York: Macmillan.



- 173 -

Gronlund, N. E., & Linn, R. L. (1990).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teaching (7th ed.). NY : Macmillan.

Hamp-Lyons, L. and Lynch, B. K. (1998), Perspectives on validity:

A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 testing

conference abstracts. In a Kunnan (ed.),

Validation in Language Assessment: Selected Papers

from the 17th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Long Be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53-76.

Henning, G. (1983), Oral proficiency testing: comparative

validities of interview, imitation, and completion

methods. Language Learning, 33: 315-332. 

Iwashita, N. (1999). The validity of the paired interview format

in oral performance assessment. Melbourne Papers in

Language Teaching 8(1), 51-66.

Kane, M. T. (2001), Current Concerns in Validity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38, 319-342.

Kenyon, D. M. (1992), Introductory remarks at symposium on

Development and use of rating scales in language

testing, 14th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Vancouver, February 27th-March 1st.

Kenyon, D. M., & Tschirner, E. (2000). The rating of direct and

semi-direct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aring

performance at lower proficiency levels. Modern

Language Journal, 84(1), 85-101.

Lazaraton, A. (1992), The structural organization of a lanaguage

interview: a conversation analytic perspective,

System 20, 373-386.



- 174 -

Lazaraton, A. (1996), A Qualitative Approach to the Validation of

Language Tests,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er, L. van (1989). Reeling, writhing, drawling, stretching and

fainting in coils: oral proficiency interviews as

conversation. TESOL Quarterly 23, 489-503.

Linacre, J. M., & Wright, B. D.(Eds.)(2004), Construction of

measures from many-facet data, Maple Glove, MN:

JAMPress.

Luoma, Sari(2004), Assessing Spe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nch, T. (2001), Seeing what they meant: transcribing as a route

to noticing, ELT Journal 55(2), 124-132.

Lynch, B. K., & McNamara, T. F. (1998). Using G-theory and

Many-facet Rasch measurement in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assessments of the ESL speaking

skills of immigrants, Language Testing, 15(2), 158

–180.

McNamara, T.(1996), Measuring second language performance,

London: longman.

McNamara, T. F., & Lumley, T. (1997), The effect of interlocutor

and assessment mode variables in overseas

assessments of speaking skills in occupational

settings, Language Testing 14, 140-156.

Messick, S. (1975), The standard program: Meaning and values in

measurement and evaluation, American Psychologist

30, 955-966.

Messick, S. (1989). Validity. In R. L. Linn(Ed.), Educational

measurement(3rd ed., pp.13-103). New York:



- 175 -

Macmillan.

Messick, S. (1994), The interplay of evidence and consequences in

the valid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s,

Educational Reasearcher 23(2) , 13-23.

Messick, S. (1995). Standards of validity and the validity of

standards in performance assessment.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winter, 5-8.

Moss, P. A. (1994), Can there be validity without reliability?,

Educational Researcher 23, 2: 5-12.

North, B. (1993), The development of descriptors on scales of

language proficiency, NFLC Occational Papers,

Washington DC: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e Classroom,

Cambridge: CUP.

Nunan, D. (1993), Task-based syllabus design: selecting, grading

and sequencing tasks. In G. Crookes and S. Gass

(eds), Tasks in a Pedagogical Context: Integratign

theory and practi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5-68.

O’Loughlin, K. (2001), The equivalence of direct and semi-direct

speaking tests, Studies in Language Testing 13,

Cambridge: CUP.

Savignon, S. (1985), Evalu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ACTFL provisional proficiency guidelin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9, 129-134.

Shavelson, R., &Webb, N. (1991), Generalizability theory,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176 -

Shohamy, E. (1994), The validity of direct versus semi-direct oral

tests, Language Testing 11, 99-123.

Stansfield, C. W., & Kenyon, D. Mann. (1992), Development of the

Texas Oral Proficiency Test (TOPT): Final Report.

Stansfield, Charles W., & Kenyon, Dorry Mann. (1992), Research on

the Comparability of the Oral Proficiency

Interview and the Simulate Oral Proficiency

Interview, System 20(3), 347-64.

Swain, M. (2001), Examining dialogue: another approach to content

specification and to validating inferences drawn

from test scores, Language Testing 18(3),

275-302.

Young, R. (1995), Discontinuous language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oral proficiency rating scales,

Applied, Language Learning 6, 13-26.

Weigle, S. (1998), Using FACETS to model rater training effects.

Language Testing 15, 263-287.

Weigle, S. C.(2002), Assessing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r, C. (1993),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Language Tests,

New York: Prentice Hall.

Wigglesworth, G. & O’Loughlin, K. (1993), An investigation into

the comparability of direct and semi-direct

versions of an oral interaction test in English,

Melbourne Papers in Language Testing 2(1),

56-67.



- 177 -

웹사이트

법무부 홈페이지 :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

토익스피킹 홈페이지: http://exam.ybmnet.co.kr/toeicswt

ACTFL 홈페이지 :

https://www.actfl.org/assessment-professional-development/





- 179 -

[부록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과제 유형 분류 및 문항 예시

과제 유형
문항 예시20)

대분류 소분류

텍스트

활용 과

제

텍스트 주제 설

명하기

3단계평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은 한국 사람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이 재래시장은 맛있는 맛집이 많은 곳으로 매우 유명

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기도 쉽다. 음식을 배부

르게 먹은 후 근처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

람들이 데이트하기에도 좋다.

1.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해 보세요.

텍스트 내용 설

명하기

사전평가

제 이름은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일합니다. 가족들은 일본에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하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 이

렇게 모두 네 명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불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2. 타나카씨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1단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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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입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중국 식당에서 일합니다.

제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합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2.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메이 씨는 무슨 일을 합니까?

2) 메이 씨 남편은 무슨 일을 합니까?

3) 메이 씨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3단계평가

2.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시오.

1) 이곳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2) 이곳은 사람들에게 왜 인기가 많습니까?

종합평가-귀화용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에 이어서 다가온

정보화 사회는 윌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과거 농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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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토지가 중요했고 산업 사회에서는 기술이 중요했다. 그러나 정보화 사

회에서는 누가 고급 정보를 빨리 얻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도

대부분 정보 통신 기술 기업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를 빨리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나타났다. 여러 정보를 분석하거나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

산해 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1.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해 말해 보세요.

비교, 분석, 평

가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논리

적 말하기

종합평가-영주용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때때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직장 문화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

만두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다시 직장을 찾아야 하고 새로 찾은 직장

이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선택을 잘 해야 하

고 일단 들어간 후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종합평가-귀화용

2. 최근에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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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느낀 점을 말해 보세요.

씨 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도 함께 말해 보세요.

주제

관련 과

제

개인 경험(문화

비교 포함)

사전평가

4. 여러분 나라의 대중교통 수단과 한국의 대중교통 수단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2단계평가

3. 씨 나라에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4. 씨 가족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성격을 말해 보세요.

중간평가

3. 한국의 집과 씨 나라의 집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

요.

질문에 대한

논리적 구술

중간평가

5. ‘한국의 교육열’에 대하여 질문에 대답하시오.

1) 한국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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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2) 한국에서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4)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종합평가-영주용

4.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였으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가족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대가족제도와 소가족제도를 비교해서 말해 보세요.

5. 아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 한국이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출산으

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다양한 기능 구

사

사전평가

5. 환경문제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

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단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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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구와 약속 정하기] 다음 메모를 보고 친구와 약속해 보세요.

친구와 같이 부산에 갈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10시,

서울역 앞

2단계평가

5.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식당 주인의 대화] 다음을 보고 어제 저녁을 먹은 식

당에 전화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설명해 보세요.

분실물 : 지갑(까만색, 가죽)

들어있는 것 : 가족사진, 카드, 현금 3만원

분실한 날짜 : 어제 저녁

분실한 장소 : 식당 화장실

연락처 : 010-3455-6677

소재/상

황 활용

과제

묘사하기/설명하

기

1단계평가

4.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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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무부(2017)

2) 무엇을 합니까?

3) 씨는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 해 보

세요.

2단계평가

1. 무엇입니까?

2. 언제 먹습니까?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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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보세요.

2. 한국의 집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더 말해 보세요.

3. 한국의 집과 씨 나라의 집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해 보

세요.

문화비교

3단계평가

4.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 무슨 날입니까?

2)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 씨 나라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논리적 구술
중간평가

4. ‘환경오염의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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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민자 대상 말하기 숙달도 평가 채점 기록표

.

.

.

학습자 2

문항

번호

발음

(0-5)

정확성

(0-5)

유창성

(0-5)

담화구성능력

(0-5)

1

2

3

4

5

6

7

학습자 1

문항

번호

발음

(0-5)

정확성

(0-5)

유창성

(0-5)

담화구성능력

(0-5)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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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평가자 인터뷰 질문지

평가자 선생님께,

본 연구의 평가 과정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평

가해주신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정주영 드림

< 평가 과제 >

1. 본 연구의 평가 과제 중, 수정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

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답변 :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텍스트 읽기’ 문항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2.1. ‘텍스트 읽기’문항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은 어떠한 것

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

4 본 연구의 평가 분석 결과, 4번 과제(다양한 기능 구사: 약속하기)

는 수험자에게 기대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수험자들이 보였거나,

평가 수행 시에 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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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4.2. 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답변 :

<평가 기준>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총체적 평가 기준이 평가 상황에 판단을 내리

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2. 발음 평가 시에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답변 :

3. 정확성 평가 시에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답변 :

4. 유창성 평가 시에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답변 :

5. 담화구성능력 평가 시에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답변 :

6.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에서는 총체적 채점 기준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분석적 채점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7.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을 보완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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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

<평가자 신뢰도>

1. 본 연구의 평가에 참여할 때 본인의 평가자 내 일관성을 0-100점

사이의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예 : 나는 일관성을 전혀 유

지하지 못했다 0점 ~ 나는 완벽히 일관적인 평가를 했다 100점)

- ( )점

2. 본인의 평가 결과와 다른 두 명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어느 정

도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전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0점 ~ 완전히 일치할 것이다 100점)

- ( )점

3.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채점자 양성 훈련에서 좋았던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 채점자 양성 훈련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5. 주기적인 평가자 재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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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의 보완점>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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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

for Immigrants

Jung, Joo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validity of the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 of immigrants through Multi-Facet Rasch

Analysis, Generalizability Theory (G-theory) and in-depth interview

for raters.

First, the validity of the assessment tool was examined using the

facets of examiee, rater, assessment scale, and fit statistics of the

assessment tool derived using Multi-Facet Rasch Analysis. In

subsequent, the error sources influencing the result of assessment are

examined and optimized coditions are suggested. Lastly, in-depth

interview with raters based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valid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 for immigrants was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empirical aspects in the process of assessment.

First off, Chapter I examined preceding research related to the

assessments of immigra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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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ssessment of immigrants was mainly conducted from the

macro point of view related to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that there

were few studies on the specific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ssessment. Through the research history of speaking assessment

validation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research applying the

theory and Multi-Facets Rasch Analysi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in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ssessment research.

It is reviewed, in Chapter Ⅱ, that the literature on the concept of

speaking assessment, the design and type of tasks and four

evaluations currently used as Korean speaking assessment tools. In

addition, the concept of validity and the method of validation for the

assessment of speaking is examined.

In Chapter III, a preliminary assessment was conducted by setting

questions with reference to the assessment question and oper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hich is the only assessment tool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efore proceeding with the assessment

in earnest, a preliminary assessment of 10 learners participating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corrected some tasks. In the

assessment, as in the speaking assessm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 face-to-face assessment of raters and examinees was

conducted and recorded. The assessment time was limited to 10

minutes, and it took about 5-10 minutes depending on the proficiency

level of the examinees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The recorded

files were given to the three raters who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and the assessment results were left on the card after

hearing the 40 recorded files of the three raters.

The results of speaking assessment were analyzed through

Multi-Facets Rasch models and G-theory in Chapter IV. Prio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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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sults, the rating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assessment results are ensured throug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rater reliability, and the fit statistics of raters. After that, we

analyzed Multi-Facets Rasch models, which was the output of the

Facet program, and analyzed the Generalizability theory via the

Genova program. Next, based on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it is discussed that the validation of the proficiency speaking

assessment of immigrants, reflecting the interviews of rater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e direction is

suggested in which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 for

immigrants can progress. This study carries significance in that it

refers the actual speaking assessment tool for immigrants and

conducts the speaking assessment, and analyses quantitatively and

empirically assessment results such as Multi-Facet Rasch model,

G-theory and in-depth interview with raters.

* Key words : speaking assessment, assessment for immigrants,

speaking assessment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validation,

Generalizability theory, Multi-Facets Rasch models, rater, interview

* Students number : 2017-2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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