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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O. 연구의 필요성， 배경 및 목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훈련생， 해외 취업자， 해외 유학생， 학술 문화교 

류 관계 파견자등의 수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의 수효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교류가 증대 됨 에 따라 더욱 가속도적￡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이들의 선발 

및 언어훈련등은 인력 수급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의 일부로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 큰 과엽A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선발 및 언어훈련 계획은 현재와 같 

이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시 행 방법에 의 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적인 차원에 

서 보다 더 조직화되고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세우고 보다 더 체계화된 방법에 의거하여 기 

획 실시 될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표준화된 언어능력측정 방볍과 조직적인 

체계를 연구개발하며 그에 따른 테스트 내용의 표본과 테스트 표본을 시험제작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연구는 그 적용범위가 어떤 언어 (예컨대 영어， 불어， 스페 인어， 이-라비아어 

등)에나 적용가능한 것이나 모든 표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그 수요면에서 

가장 시급한 영 어에 국한해서 만들기로 한다* 다른 외국에로의 확대적용은 해당 외국어 

전문가를 초벙하여 확대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언어능력 측정의 국내외 추세 

언어능력 측정의 효시는 유럽에 있어서의 라틴어， 그리크어의 시 험 이나 동양에서의 한자 

중국어 등의 시험에서 찾아 볼 수 있겠￡나 그 역사가 오래전의 젓이어서 정확한 시기나 발 

전상황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 시기의 특정은 원문의 해석과 해당 외국어의 

착문 (글짓기 ) 이 주종을 이룬 점을 특색으로 들수 있다. 이 중 유럽의 전동에서 일어난 한 

가지 변화는 해석과 착문에 문법 (grammar) 이 첨가되기 시작하여 이것이 후에 이른바 “문 

볍 • 해 석 " (grammar-translation) 의 전통으로 굳어 졌 다는 사실 이 다. 

라틴 • 그리크어의 교육에서 유래한 이려한 문볍 • 해석 • 착문의 전통은 영국의 식민지 영 

어교육에 그대로 수입되었다. 시험은 영어교수와 마찬가지로 문볍 ·해석 (그리고 이따금 작 

문을 넣은)을 내용A로 한 주관식의 것이었으며 모든 결정과 평가는 교사 · 출제자의 주관 

‘ 에 의존하여 이루어 졌다. 세계 2 차대전 이전에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계송되었다. 

* 本論文은 金韓坤， 趙炳泰， 李秉建 「해 외 파견자 言語能力 測定의 標準化方案에 관한 연구J ( 1979 
년도 文敎部 政策課題연구조성 비 ) 에 서 筆者가 담당했던 本論에 해 당한마 실지 자료와 측갱문제의 표본 
은 분량이 방대 하여 본 논문에 수록치 옷하니 報告폼 原本을 참조하기 바라며 경제적 인 지 원을 해주신 
文敎當局에 강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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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된 언어교육이나 그에 따른 언어능력측정의 과학화는 세계 2 차대전 달엽에 시작략 

었다. 미합중국은 그 군대와 외교관들을 전세계 각처에 파견하여 작전 • 외교임무를 수행 케 

하는 중에 현지에서 사용되는 외국아를 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임무수행에 가장 긴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고 일단의 언어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언어교육의 방법을 연구 개 

발케 하여 이른바 구두교수법 (oral method) 의 효시 를 이 루게 되었다. 이 방법은 과거의 문 

법 ·해 석 ·작문의 전통을 벗어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구두언어 (spoken language 즉 

speech) 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A며 언어 능력측정도 이에 따라 구두언어 (speech) 플 사 

용하는 능력--즉 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을 측정하는 경향A로 바뀌었다 

그러나 구두언어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 • 영어교육 종사자들은 체계적인 언어구 

조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효과적인 구두언어의 훈련 · 교육에는 해당 외국 

어의 음운구조와 문볍구조를 잘 파악하여 이것들을 기초로 한 교과내용의 구성을 시도했으 

며 그에 따라 언어능력측정도 그러한 커리률럼을 ;살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체계화의 특정은 대상언어의 음운구조， 어휘， 이해력 등을 다 측정하 

되 듣기 (hearing) , 말하기 (speaking) , 읽 기 (reading) , 쓰기 (w riting) 의 4개 가능띤 에 서 능 

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을 피시험자(examinee) 의 종합능력 (overall proficiency) 

으로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화된 언어능력측정의 개척자는 Robert Lado였다. 그는 1950'"'"'60년 사이에 

그의 연구논문을 수펀 발표한데 이 어 1961년에 그의 이 론을 종합한 Language Testing; 

The Construction and Use 01 Foreign Language Tests (Longman) 를 출판했 다. 또한 이 러 

한 새로운 경향에 의거한 능력측정을 영어에 적용한 시험의 예로는 Princeton대 학 Educatioal 

Testing Service의 TOEFL, Michigan대 학의 Michigan T est , Oxford대 학의 English Language 

Test Ba ttery , Bri tish Council의 English Proficiency T est Battery동을 들 수 있 다. 언 어 학 

적 각성에서 비롯한 이와 같은 새로운 언어능력측정 방법에서 올 수 있는 또하나의 특정은 

심리학적인 면의 고려에 있다 

능력측정에 언어적인 면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은 자연발생적a로 언어습득이나 언어사용 

의 심리를 고려하게 하였고 따라서 측정을 언어심리적인 면에서 보다 더 타당성 (validity ) 

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안전성 (reliability) 이 높은 것으로 개발하려는 연구를 자 

극하였다. 그런데 안정성의 문제는 심리통계의 망법에 의하여 어느정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나 타당성의 문제는 그티 간단치가 않다. 타당성은 커리률럽의 내용만이 아니라 커리 

률럼에 규정된 내용이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가 궁극 

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나， 피시험자의 학습동기， 사회적요청 등과도 관계되는 

복잡한 문제로서 이러한 방면의 다당성에 대해서는 구미 각국에서도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그 연구의 춧점 

이 주로 이 타당성을 높이는 시도의 극히 일부에 정중되어 있￡며 그중에서도 특히 내용상 

타당성 (content validity) (제 2 장 참조) 을 높이 려 는 시 도의 하나이 다. 

이상과 같은 언어심리적 인 평가방법도 그것이 필맙형식이나 청취필탑 (aural compre-

1 이려한 2차대전이후의 미국의 추세에 관하여는 Mou!ton (l96l) 창조. 
2 Carrol!(l953). Carrol!(l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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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sion test) 의 형 식 을 취 하는 경 우에 는 언 어 의 471 능 중에 서 말하기 (speaking) 는 평 가할 

수가 없으며 듣기 (hearing) 의 경 우도 극히 제 한된 양상밖에 는 평 가할 수가 없다. 그래 서 

구두언어 사용의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연접 (interview) 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연접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하 

어차피 면접 이 구두언어를 위해서 불가결 힌- 바에야 필사어 (written language)까지도 면접에 

서 한꺼 번에 처리하려 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런한 방법은 특히 미국의 Foreign Service 

Institute, Defense Language Institute, National Security Agency,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vil Service Commission등 공공국가기관에서 예외 없이 실시되고 있드며 이들 

기관이 전문가들을 자운 •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육기관이나 꽁공기관에 서 언어심리적인 단계 정도의 출제방식에 의한 능력 

측정을 각기의 욕적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그터나 언어구조적인 연에서는 어느정도의 배 

려가 되고 있는 셈이나 싣리적인 연에서 안정도 (reliability ) 나 적절성 (validity) 에 관하여서 

는 전혀 배려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 과학기솔처， AID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은 필요에 따라 몇개 기관에 능력측정을 의뢰하허 특히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드나 슬제 자와 관리요원의 부족A로 뜻하는 대로 이상적인 여건이 구비되지 

는 옷한 실청이다. 그런대로 테스트문항과 분석자료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어서 앞￡로의 

체 계적 연구의 기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어학연구소에서는 연접시험 (interview) 에 의한 구두영어 능력측정도 시행하고 있다. 시험 

관의 구성， 시험겸수의 처리와 관리， 명가의 방법과 기준 등은 오랜 경험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궤도에 오르고 있￡나 연접의 화재와 내용연에서는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연구가 없는 형면이다. 본 연구는 그려한 띤에 

서도 어느 정드의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1. 2 .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질에서는 연구제목 「해외 파견자 언어능력 측정의 표준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어휘항 

목별로 정의 규정함￡로써 이 연구의 내용을 살펴며 아울러 이 연구보고 논문의 구성 을 살 

피기로 한다. 

여기에서 「해외 파견자」라 함은 해외유학생， 각기관 종사자로서 해외 기솔훈련 파견자， 

학술문화교류계획에 의한 파견자， 해외 취업자등 국외로 파견되거나 출국하는 사랍을 일컴 

는 말로 쓴다. 

「언어능력 」은 종합능력 (overall proficiency) 의 돗A로 쓴 말인데 이는 기능을 다 종합하 

고 목표 수준면에서도 해외여 행체류의 일정목표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최고 한도로 

잡은 능력을 말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그 기능면의 폭을 좁혀 우선 듣기와 말하기에 
국한된 구두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선 다루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후속 연구에서 

필사어 (written language) 의 읽기와 쓰기를 다루기로 한다. 

「측정」이 란 피시험자 (examinee) 의 언어행위에 의거하여 그의 언어능력을 수량화 함으로 

써 다른 피시헝자와 수량화에 의거한 식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측정치는 첫째 피 

3 ]ones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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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들을 수치로써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discrimina tion) . 둘째로 그러한 구분이 언제 

나 유효하려면 한 시험은 언제나 통일한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즉 그 식별력에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reliability) . 셋째로 한 시험은 마땅히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바로 측 

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측정코저 하는 내용의 춧점이 /p:bj의 식별능력 여부에 

있는데 jp:vj대조의 식별능력에 따라 그 평가가 좌우되는 문제여서는 안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제가 그 상황에 쓰이는 
문장의 문법구조의 이해 여부에만 민감하고 거기에 쓰이는 표현의 적절성에는 둔강한 문제 
여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타당성 (validity) 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이 세가지 요건 중에서 

특히 셋째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이다. 식별력이나 안정도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 
으므로 흔히 사용되는 심리통계의 방법을 제 6 장에서 거론할 문항분석 (item analysis) 에다 

적용하면 되므로 새로운 연구는 우선적으로 타당성의 분야에서 더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화」는 식별력， 안갱도， 타당성의 조건을 다 갖춘 시험을 피시험자의 여러 접단들 간 
을 넘어서서 일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함과 동시에， 또한 여러 시험문제 접단을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그 수준과 식별력， 안정드， 타당성의 네가지를 다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 

기에서도 표준화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개 연구되 어 있는 셈이 

나 타당성의 문제만이 가장 미개척으로 남아 있으므로 본 연구는 표준화의 작업에도 기여 

하는 바가 될 것이다. 

본 보고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l 장은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능력측정의 필요성과 

현황， 해외의 추세， 본 연구의 내용등을 개관했다. 제 2 장에서는 언어능력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식별력， 안정도， 타당성의 세 개념과 더불어 측정의 기본 사항들을 논하여 

본 연구 전체 내용의 좌표블 제공한다. 제 3 장에서는 타당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서 능력 

측정에 포함할 내용을 언어적인면， 기능적인 면， 상황의 연의 세 관점에서 법주화(catego

rize) 하는 시도를 한다. 제 4 장은 제 3 장의 내용면과는 대조적:로 특정의 방법론을 다푼 

다. 여기에서 그 윤곽만을 다룬 구두면접의 방볍은 본 연구의 주제인 구두언어능력 측정의 

가장 중요한 방법 이므로 제 4 장과는 별도로 제 5 장에서 더 상세한 시론을 펴기로 한다. 제 

6 장은 시험문제의 착성， 관리 및 평가를 다룬다. 

2. 시험의 요건 : 식별력， 안정도 및 타당성 4 

2.1 . 식 별 력 (Discrimination) 

위 1， 2에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측정이란 피시험자의 언어행위에 의거하여 그의 언어 

능력을 수량드로 계측하는 것인데 이 수량이 단 한사람만에 관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한 수량은 단독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이며 그 사람의 수량화된 능력측 

정치를 다른 피시험자의 것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바꾸어 말 

하면 어떤 피시험자의 수치는 다른 사랍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의 능력이 어떤 수준의 것 

인지 뜻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능력측청은 피시험자들간의 능력의 실질상 차이를 수치상 

에서도 그대로 잘 반영하는 성질， 즉 식별력 ( discrimination) 이 있어야 한다. 시험의 어떤 

4 식 별 력 , 안정 도， 다당성 에 관해 서 는 Groot (1975) , Pilliner (l96S) , Lado (1961) , Valette(l967) 동을 
참조-



言語能力測定의 標準化方案 201 

문항이 식별력을 어느 정도 가졌는가를 알아내는 방법은 제 6 장에서 다룰 것이묘로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식별값을 구해서 만일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 o 면 제거하고 

만족스러 운 문항들만A로 시 험 을 구성 해 나가야 한다. 

2.2. 안정 도 (Reliability) 

어떤 시험문제가 아무리 각 개개인의 능력을 식별해 주는 것이더라도 그 식별이 변함없 

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안정도 (reliability) 가 높아야 한다. 어느 시험 

에 가장 이상화된 안정도가 있으려면 첫째 그 시험을 반복 실시했을 경우에 점수에 유동이 

없어야 하며， 둘째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성적순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안정도 높은 시험문제를 작성하려면 식별력이 있다고 판명된 문항으로서만 시험을 구성 

하되 다음 4개 조건을 충족토록 해 야한다. 

첫째， 문항의 수효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이것은 문항들이 측정대상이 되는 능력의 여 

러 다른 성분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울러 문항의 난이도의 폭 

이 가능한한 넓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피시험자의 과업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한 칩단에 속하는 모든 펴시험자 

는 같은 시험이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난이도의 문제가 과해져야 한다. 

셋째 ， 표준화된 시험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한 피시험자 집단안에서 시험의 여건이 

달라서는 안된다. 가령 청취력 테스트의 경우 모든 피시험자가 똑같이 터1 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인적￡로 보아서도 과로한 사 

람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점수는 문제의 안정도에 상관없이 안정도가 아주 낮은 성 

적을 나타나게 된다. 

넷째， 표준화된 채점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답과 평가를 전제하지 

않는 출제는 없지만， 출제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그 정당과 명가망법에 일정한 체계가 

없A연 거기에서 얻는 성적은 안정도가 낮은 것이 되고 만다. 

위와같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작성 한 출제라 하더라도 그 안정도를 통계적 A로 검사하는 

방법 이 있는데 이 에 는 흔히 K uder-Richardson의 공식 을 쓴다. 

M(η-M) 
Reliabil1ty = 1---3g2 --

where M=the mean, η =the number of items, 
and a = the standard deviation 

이 Kuder-Richardson 공식의 계산에 필요한 표준펀차의 공식은 

SD=f-향 
where d= (x- .i) (d=deviation from the mean , x = a raw score, .i=the meanJ , and 

N=the number of persons in the group. 

위 공식에 의해서 1. 00의 수치를 얻었다면 그 시험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안정도를 

가졌다는 말이 되나 설치에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표준화된 시험들은 흔히 0.9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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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준A로 하여 그 이상의 안정도를 목표로 출제펀다. 학교에서 교사가 명가용A 

로 쓰는 시험문제라면 0. 60'"'-'0.80 정도의 안청도를 얻는다면 아주 좋은 펀이다. 

2 . 3 . 타당성 (Validity) 

언어능력 측정에 있어서 타당성 이라 함은 어 떤 시 험문항이 그 작성의도에서 계획한 것만 

을 바로 측정해 주느냐는 것을 말한다. 가령 극단의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했는가를 알아낼 목적으로 작성한 문항이 그 해딩 문장의 문법구조에 대한 지식의 많 

고 적음에 따라 접수가 좌우되게끔 춘제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타당성이 그만큼 낮은 문항 

이라 할 수 있다. 왜냐연 한 문장의 독해는 그 문장구조에 대한 문법적 치식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까닭이다. 

언어능력측정의 타당성에는 아래와 감이 흔히 5가지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1 ) Face Validity-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인상을 맏한다. 예컨대 수험자가 어떤 

시험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기의 문제다. 수험자기- 어떤 문항을 

보고서 그런 것을 안다고 실제 영어실력을 나타내 주는 짓이 아니며 또 그 문제 

를 풀 수 있어도 그것을 어디에 쓸 수 있겠냐는 회의를 가진다연 그 문항은 그 

수험 자에 게 는 face validi ty가 낮은 것 이 다. 

(2) Predictive Validity-어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피시험자가 그 시험이 목 

표삼은 뒤의 언어활동 (이것이 뒤에 있을 시 험， 예컨대 입학시험 같은 것이어도 

띈다)에서 높은 성적을 나타낸다연 이 시 험은 predictive validity가 높다고 말 

한다. 

(3) Concurrent Validity-어 떤 새 시 험 문제 의 타당성 을 채 기 위 한 한 방법 A로， 전 

에 이미 예측타당성 이 판명되어 있는 기 존의 문제 와의 상관계수플 냈을 때 이 것 

을 concurrent validity ,*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타당도가 측정 되어 있 
는 기 존의 시험문제에 응시했던 그 접 단의 수험자료 하여 금 새 시 헝문제 애 응시 

케하고 기존 문제 의 점수와 새 문제의 점수의 상관계수를 내야한다. 이때 상관 

계수가 높￡연 새 시 험문제는 기 존의 것과 갇이 예측타당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Construct Validity-언 어 이 론과 언 어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이 론을 잘 반영 하고 있 

는 시험문제는 construct validity가 높다고 한다. 이 것은 바꾸어 말해 언어 및 

언어쿄육이론에의 부합여부를 기준으로 한 타당성이다. 실질로는 이런 타당성은 

적응성시험 (aptitude test) 에 가장 필요한 속성으로서 많이 이용된다. 

(5) Content Validity-이 타당성은 본래는 교과요옥 (syllabus ) 의 내용을 시험문제가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교과요목은 결국 더 넓은 의 

미의 커리률렴을 구체화한 요목이므로 content validity란 결국 커리률럼을 얼마 

나 잘 반영한 시 험문제 인가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터나 1. 2에서 거론한 바와갚 

이 「언어능력」이란 말을 종합능력으로 보고 그 목표의 수준도 특정 커리률럼 이 

아닌 외국인괴의 접촉이나 해외여 행 • 체류등에서 일정 꼭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까지 도 잡게 되 면 content validity는 그 속성 이 아래 2.4에 서 와 같이 확장 

5 여기 제시한 타당성의 다섯가지 분류는 Davies (l968) , p. 9f에 의존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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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의되어야 한다. 

위 다것가지 타당성의 용도는 이미 들어난 셈 이나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1) 의 face 

validity도 얼핏 생각키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수험자나 외부인이 볼 때 어떤 시 험 

문제가 타당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성실한 수험태도， 공신력 추락의 원인등이 

되어 여러가지 어려 운 푼제가 야기되기 때 문이다. content validity는 통계처리가 잘 안될 

뿐더러 지금까지 가장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분야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그 이 

유는 아래 2. 4에 서 밝혀질 것 이다. 

2 . 4 . 내 용상 타당성 (Content Validi ty) 

지금까지의 외국어교육은 지나치게 문법위주였고 또 초보자에게는 문법과 아울러 발음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의 측정도 문법위주의 언어구조 일변도 였었다. 문법위주 

의 교육이나 능력측정이 전혀 쓸모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학습의 목표에 상관없이 문 

법만 가르치고 테스트한다는 것은 목적치를 모르고 여 행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어떤 사람 

이 외국어학습의 목표가 외국의 글을 읽는 일만에 있다연 그를 위한 커리률렴은 글을 읽는 

데 도움되는 사항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그의 외국어능력측정문제는 글을 읽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 가해 주는 문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달리 어떤 학숨자의 목표가 외 

국에 여 행 하고 그곳에 체류하여 어떤 직업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능력을 얻는 일 

이라면 그를 위한 커리클럽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펼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짜여 

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시험문제도 외국에 체류하여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직업분야의 임 

무를 수챙하는 데에 펼요한 말을 할 줄 아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능펙측정 

문제에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문제를 내용상 타당성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 

이와 같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배려가 지금까지의 언어교육이나 언어 능력측정에 

서는 등한히 되어 왔다. 이처럼 내용상 타당성이 없는 교육의 단점은 문법위주로만 배운 사 

람이 외국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공항에 가서 탑승수속을 밟는 것과 같은 일을 윈 

활하게 해내지 못하는 현상이 웅변흐로 증명해 주고 있다. 문법위주의 교육만을 받는 사람 

은 심지어는 펼사어 (written language)를 해독하는 데에서도 그다지 뛰어 나지 를 못한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볍위주의 교육이나 측정방볍을 소위 구어 (speech) 위주의 교육A로 바 

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어플 위해 아무리 이른바 회화를 가르치고 

또 구두청취 (oral-aural) 위주의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그 바탕을 순전히 언어구조적인 데다 

놓은 경우에는 그 결과는 문볍위주의 방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실생활의 상황 

들에서 펼요한 말은 문법구조나 발음구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다른 어휘들이나 적의한 표현법들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표현에서 공통되는 문법구조 

나 발음구초등을 이-우리 체계화해서 익혀도 여러가지 다체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 

8 이처럼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흘 해결하는 데 있어 언어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흔히 
communicative abili ty라고 하며 근대에는 언어교육이 단순한 문법교육이나 독해능력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사소동능력을 기프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고해가고 있다. 그러한 주장들을 
장 보여 주는 문헌은 여러 곳에 산재하고 그 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냐 하나 둘 예를 을연Newton， ed. 
(1975)나 Lancaster, the University of (l973) 등을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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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국에 여행 • 체류하여 일정한 직젝을 수행해야 하는 파견자의 언어교육이나 능 

력측청은 그가 직책을 수행하는 상황과 직책수행을 위해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상황에 대처 

하는데 필요한 언어표현을 포함하여야 내용상 타당도가 가장 높게 된다. 

그런데 외국체류냐 여행의 목적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각기의 펼요가 다르게 마련이 

며 또한 그들이 처하게 될 상황도 일상 의식주 생활은 공통점 이 많으나 직업별 전문분야에 

서는 각기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내용상 타당성이 높은 교육이나 능력측정을 기하 

려연 파견자의 필요와 파견자가 해당 언어를 사용할 상황의 두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게 띈다. 본 연구 제 3 장은 이 와 같은 생각에 의거하여 상황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관계되는 일상생활 상황과 사회직업적인 측면에 관계되는 직업전문분야별 상황， 그 

리고 대화행 위의 기능적 인 역할로 분류하여 그것들의 법주를 목록화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상황과 대화행위 기 능은 가능한대로 넓게 포괄하도록 꾀했고 직업전문 

분야는 그 분야가 너 무 넓 어 본 연구의 규모를 훨 ι진 넘어서묘로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하나만을 표본A로 선택하여 극히 간략히 그 방향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3. 측정내용 

3 . o. 측정내용의 양연성 
위 2.4에서 이 미 거론한 바와 같이 언어의 사용은 언어학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 ， 

즉 상황적인 연도 관계되므로 내용상 타당성이 높은 측정문제는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양 

면성을 띄우게 된다. 

언어학적 인 측변에서 볼 때 전통적S로 언어능력을 기능적a로 분류하여 아래와 갚아 

4구분 한다. 

@ 청 취 력 (Listening Comprehensionj Aural Comprehension) 

@ 구두발표력 (Speaking AbilityjExpressive Abili ty) 

@ 독해 력 (Reading Comprehension) 

@ 작문발표 력 (Writing) 

사회적인 면은 사회상황과 관련되는데 사회상황이란 복잡다양한 것이어서 언어학적인 측 

면처럼 간단한 분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크게 나누어서 

@ 사회 문화적 인 측면 (Socio-Cultural Aspects) 

@ 사회 직 업 적 인 측면 (Socio-Professional Aspects) 

로 양분할 수 있다. Q)은 상황과 관련시키자연 일상생활의 의식주나 각 민족고유의 문화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의식주는 종족에 상관 없이 보면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 

는 직업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상당수의 분야로 냐누 

인다. 

언어사용의 양상은 위에 든 언어적인 면， 사회적인 연 이외에 대화행위 (speech act) 상와 

기능변에서 살펴야 할 점이 있다. 가령 인사를 나누기， 남의 제안에 찬성을 나타내기， 회의 

플 표시하기，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기둥과 같은 대화행위상의 기능은 어떤 특정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즉 상황이 그것들을 요청하는 대로 

그들의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대화행위 기능은 순전히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언어적인 성격도 띄고 있어서 사회적 인 면과 언어적인 연의 경계에 속하는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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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는 위에 열거한 언어사용의 양상중에서 언어적 면과 관련해서는 청취력과 구두말 

표력， 다음￡로 사회적인 연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상황의 대부분 직업생활 상황의 한 분 
야 (internationa l trade) , 그리고 대화행 위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대화기능 범주들을 

연구법위로 포괄하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 하여 사회적인 것(일상생활상황과 직업생활상 
황)올 상황범주 (situational categories) 속에 포함시키고 대화행 위기능관계의 것을 기능법주 

(functional ca tegories) 라는 솔어 안에 포함시 키 커 로 한다. 

3. 1. 청 취 력 (Listening Comprehension j Aural Comprehension) 

대화능력의 두 성분능력은 청취력과 구두발표력 이다. 그중 청취력은@음성식별력 (sound 

discrimination) , @ 기 억 보존 력 (retention) , 종 합청 취 이 해 력 (overall aural comprehension) 의 

3개 성분능력의 종합체라는 가설을 세우기 로 한다. 

(l) 음성 식 별 력 (Sound Discrimination) 은 해 당 외 국어 의 음소， 강약세 , 성 죠등의 식 

별능력이라고 본다. 

(2) 기억보존력 (Retention)은 해 당 외국어로 들은 것을 어느 정도 오래 기억할 수 있 

는가를 말한다. 이 것은 이 상적 i로 말하연 (a ) 보존시 간 (b) 보존항목수의 다과 

의 두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의 측정문제 견본에서는 

그렇게 정밀한 차원까지는 못이르고 기억을 요하는 사항들을 상당수 임의 로 보 

함시키는 정도에 그쳤다. 기억보존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 숫자 (개수， 연도， 

순서 등) ， @ 인 명， 지영 등 고유명사，@ 사건의 종류(살인사건， 전쟁， 만남 

... ) , @ 상황의 무대 (양장점， 학교， 이발관 ...... )등￡로서 「누가， 어디서， 언제， 

왜， 무엇을， 어 떻게 했냐 ? J를 파악하는데 긴요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사항들에 

속한다. 

(3) 종합청 취 이 해 릭 (Overal1 Aural Comprehension) 은 들은 것 을 전 체 적 ￡로 이 해 하 

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에 관계되는 원천적 요인￡로는 @ 단어의 이해 @운 

법구초의 사건의 의미구조와의 관련을 이해하는 능력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관 

계를 파악하는 능력， 표면의 문장을 보고 「누가， 어디서， 언제， 왜， 무엇을， 어 

떻게 했나 ?J를 파악하는 능력 ) ， @ 종합적인 추리력(inference) 등이 가장 주요 

한 요소들이다. 

청취릭 테스트는 이상 세 가지 이해 력 의 측정을 그 성분으로 가진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은 (1)은 (2) 의 기본요건이며 (1) (2) 는 (3) 의 기본 요건이다. 그 

렇다연 (3) 만을 측정하면 (1) (2) 의 능력은 자동무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문제 

7 대화기능범주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둔헌은 Sear1eCl969) , Sadock ( 1974) 퉁이 있으며 실용척 
인 범주를 다수 가진 둔헌으로는 Leech and Svartvik (l975) 가 있다. 또한 교수요목과 범주와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는 Wilkins Cl 976)가 있다 

8 본 연구에 는 청취。l 해 능력의 측정운제 견본을 부록 H 에 작성 수룩하였다. (Aural Tests for Com
prehension, Sets A, B, and C) . 또 본절의 목적은 순전히 청취만의 논의에 국한했으나 본논문에서 다 
루지 않은 발표 력 의 집 단 처 리 가능성 을 보여 주는 예 로서 Aural Tests for Comprehension, Sets A,B, 
and C (부록 n ) 도 시험 제작했다. 그러나 후자는 어디까지나 뚜렷한 이론적 뒷 받침이 아직 없는 시 험 

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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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시험자는 그 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사람과 더 불어 중위니-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도 있 

을 것이며 측정은 식별력 (discrimina tion) 이 필수요건이므로 (l) (2)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위 3개 성운능력과 관계되는 법주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법주만 별도로 항목 

점을 작성하기로 한다(보고 원문 부록 I 의 1). (2)는 아래 3.2에서 상황별 법주를 만들면 

거기에 자동￡로 쿄함되는 성질의 것(보고 원문 부록 I 의 2) 이며 (3) 은 관련분야의 연구기

너무나 전무한 상태여서 직관적인 감각에 의한 출제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부 

로 더욱 연구가 요청되는 미개척 분야이다. 

3.2. 구두 발표력 (Speaking Ability I Expressive Ability) 

대화능력의 두 성분능력 중에서 이 구두발표력은 전항의 청취력의 경우보다도 언어적측 

면， 사회척측면， 대화행위 기능적 측면의 세 구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그러 

므로 이 분야야말로 2.4에 서 거 론한 내 용상 다당성 (content validity) 이 크게 좌우되 는 영 

역 이 며 그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구두발표력은 (1) 언어적 발표능력 (2) 상황별 발표능력 

{3) 대 화기능적 발표능력의 세 성분능력￡로 이루어졌다고 가설을 세우기로 한다. 

(1) 언 어 적 발표능력 (Linguistic Speaking A bili ty) 에 는 음성 적 인 면 과 문 법 적 인 연 의 

두 분야가 있다. 

@ 분절음소의 발음 \ 

@ 강약세의 청확도 | 
} 음성적인 능펙 

@ 성조의 정확도 | 

@ 종합적 인 자연스려 움(연음포함) ) 

@ 어휘의 정확한 선돼 1 
@ 문장구문의 정확도 i 문법걱인 능력 
@ 표현과 스타일과 자연스러움 j 

(2) 상황별 발표능력 (Si tua tional Speaking A bili ty) 에 는 

G) 일 상생 활상황 (Daily Life Situations) 

@ 직 엽전문분야별 상황(Professional Situations) 의 두 영 역 이 있다. 

(3) 대화기능적 발표능력 (Speech-Act Functional Ability) 은 대화의 참여자 두사람 이 

상이 해 당 언 어 로써 서 로 상호교섭 하는 다입 (types of interaction) 을 어 느정 드 잘 

구사하느냐는 것을 말한다. 

위 언어적 발표능력 중에서 (1) G)rv@의 음성적 능력은 3. 1 (l)과 꽁통의 항목집을 사 

용한다(보고 원문 부록 I 의 1). (1) @rv(7)의 문법적인 능력에는 별도의 항목접이 펄요 

없고 기존의 많은 문헌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여기에서도 타당성을 높이리연 어떤 구문이 

실생활에 가장 긴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횡별 발표능력 관계 

에서는 (2) G)을 위해서 상황범주 35항목을 설정해 브았다(보고 띈문 부록 I 의 2). (2) @ 
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한 분야만을 표븐으로 살폈으나 완벽하 

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보고 원문 부록 I 의 3) . 앞으로 각 직업분야의 항목과 아울러 각 

분야에서 가장 긴요한 상황의 항목접 ， 그리고 그에 따른 표현의 표본칩을 작성하는 동 광 

휠-한 연구분야가 남아 있다. (3) 대화기능에 관계되는 범주는 38개를 설청했다. (보고 원문 

부록 I 의 4) . 부록 1 -2(상황범주)와 1 -4(기능범주)는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 묘로 앞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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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많은 연구와 수정이 불가피한 분야이다. 

타당성이 이상적으로 높은 능력측정이 이루어지려면 위 (1) rv (3) 의 분야를 모두 골고루 

춧접으로 가진 문제가 요청될 것이나 설지에는 시험상황， 피시험자의 여건 등 제약 o 로 선 

택적인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가령 위 분야는 주어진 순서 (1) Q)rvG), (2) Q)rv 

@, (3) 에 따라 뒤로 잘수록 대체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시험 

자의 수준에 따라 출제포함내용의 범위를 적의 조절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피시 

험자의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게 넓은 분포를 내는 여건이고 동시에 표준화의 펼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 3분야를 고루 다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문항수와 소요 

시간을 크게 잡아야 할 것 이다. 

4. 측정방법 

4.0. 측정의 구성성분과 주객관의 구분 

본 연구는 책정된 범위가 청취력과 구두발표력에 국한되어 있￡므로 4. 1과 4.2가 주내용 

이 되 겠￡나 논의의 펀의상 측정의 구성성분과 주객관의 구분에 관하여 먼저 간략히 살펴 

기로 한다. 

측정의 구성성분은 어떤 엄격한 구성법이 있는 것이 아니으로 경험상:로 필요하다고 알 

려진 것을 중심A로 구성한다. 흔히 포함시키는 성분으로는 아래 8가지가 있다. 

Q) 말음 (Pronunciation) 

@ 문법 (Grammar) 

@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 속독 (Rapid Reading) 

@ 작문 (Writing) 

@ 아 휘 (Vocabulary) 

@ 말하기 (Speaking) 

@ 듣기 (Aural Comprehension) 

위에서 속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해에 속하는 것이나 독해력 측정에 따로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으로 별도로 잡아 본 것이다. 이 중에서 Q)@@@@@은 흔히 필기시험 

(written examination) 에 포함되 는 것 이 며 G)@은 구두시 험 (oral examination) 에 포함되 는 

것이나 Q)@은 후자에도 포함될 수가 있다. 

측청에는 또한 주관식과 객관식의 구분이 있다. 주관식이란 피시험자가 자기나름의 말로 

써 답안을 착성하도록 된 문제로서 평가자도 자기의 주관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명가하 

게 된다. 그러므로 평가의 결과는 명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동일한 평가자도 두 

번 이상의 명가가 다를 수 있다. 

그와 달리 객관식이란 여러개 주어진 것에서 어느 한개를 선택함으로써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피시험자에게는 취사선택이외의 재량은 없게 된다. 출제의도에 따른 청답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평가자에게도 자유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평가자에 따라 

성적이 다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객관적인 측정의 평가는 기계를 이용해도 된다. 

이러한 관찰은 자칫 객관식 측정이 주관식 측정보다 월등히 나은 것이라는 착각을 주기 



208 語學liff究 第16卷 第 2 號

쉬움고 근래 30년동안의 추세 역시 주관식에서 객관식에로의 전향과 같은 것이었다. 그려 

나 이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추세는 언어습득의 궁극 목표까지를 포 

함한 내용타당성은 도외시하고 평가의 식별력과 안정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객관성만을 너 

무 높이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식별력과 안정도가 높고 객관화된 평가치를 얻는다고 해도 그 평가치가 우리가 

측정코자 하는 내용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널 혜는 전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 

이다. 가령 어떤 피시험자가 점심을 영 어로 주문해서 식사를 하고 값을 치르고 할 줄 알아 

야 할덴데 그러 한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할 목적ξ로 만든 시험문제가 그의 문법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게끔 착성되 어 있다면 그 측정이 아무리 식별력 이 있는 것이고 안정도가 높 

아도 본래의 목적에는 소용이 닿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측정 이 지 향해야 할 방향은 우선 내용상 타당성을 가능한한 높이는 것 

이 우선해 야 할 작업 이며 그러한 초건이 충족되는 법위 내에서 식별력 이나 안정도를 높이 

도록 해야 한다. 

어떤 출제의 목표와 그 내용이 타당성을 유지하연서드 객관식 출제가 가능하면 그 이상 

좋을 일이 없다. 가령 위 측정의 구성성분 중에서 문법 ， 독해， 속독， 어휘등은 객관식 출 

제로서도 어느 정도의 타당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다. 그와 달리 객관 

식 출제로서는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기- 어려운 영역 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식에 의 존해서라 

도 우선 타당성을 높이고 그 주관식 평가 자체플 가능한 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한 분야가 위 측정 구성성분 중에서 발음， 작문， 말하 

기， 듣기 등이라고 생각된 다. 

4 .1 . 구두연접 (Oral Interview) 

위에서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식 출제가 어려운 분야로 발음， 작문， 말하기， 듣기의 

영역을 들었는데 구두면접 (oral interview) 은 이 중에서 청취이해력 (듣기 )과 구두발표력 (말 

하기)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두연접에서는 또한 발음의 테스트도 가능하다. 

구두연칩은 객관적 인 평가가 힘드는 이유로 객관성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근래의 능력측정 

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왔A나 구어 (speech) 의 측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적 

당한 방법 이 없어서 외교관， 현지 파견자등 특수 입무를 띄운 자의 능력측정에는 줄곳 쓰 

여온 방법이었다. 이는 구두연접의 객관성과 안정도가 낮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당성의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 왔응을 잘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측정의 목표가 구어의 사용능력에 있는 경우 구어사용의 현장 

상황에 가장 가까운 생동하는(life-like) 모의상황(situa tional annalog) 을 설정할 수 있는 방 

도는 역시 구두면접이 아니고서는 달리 없다고 올 수 있다. 

그러나 구두면접은 다음과 같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객 

관적인 평가기- 객관식 출제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은 버 릴 수 

없는 방뱀이으로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 식별력과 안정 

도를 높이기가 어려우며 더우기 이들의 정확한 통계 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 

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셋째로 피시험자의 인원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별 접촉에 의한 

명가플 하기 때문예 정단처리가 안된다. 그러한 까닭으로 넷째，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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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식 출제는 시험문제 일군￡로 수많은 피시험자를 동시에 테스트하고 일괄적인 명가가 가 
능함￡로 연정위원이 피시험자 개개인과 일일이 상당한 시간을 접촉해야 하는 연접보다 

도 경비가 훨씬 적게 소요된다. 다섯째， 면접은 이미 거론한 것처럼 가장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타당성도 면접 자체로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며 상당한 연구와 면정 과청의 통제 (control) 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타당성은 통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논리적인 추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아 면접은 구어를 위해서는 내용상 타당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후 

보이나 경비와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크고 식별력， 안청도， 타당성의 수량화 처리가 힘을으 

로 표준화가 힘들다는 결함이 있다. 아래 제 5 장에서는 관리연의 고안흐로 경비를 최소한 

으로 억제하면서 논리적인 추론에 의거하여 식별력， 안정도，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해 보려고 한다. 

4.2. 청 취 이 해 측정 (Aural Comprehension Tests) 

구두연정은 구어의 능력 (청취이해릭과 구두발표력 )올 일시에 측정하는 방법이나 위에 거 

흔한 바와 같이 경비연과 단체처리의 불가능 등의 어려움 때문에 청취이해력 만이라도 객 

관식 뜰제에 의하여 간략히 해보려는 것이 청취이해측정 (aural comprehension tests) 

이다. 

(l) 청취이해 측정의 목표 

CD 교양있는 화자가 @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청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와 문법구 

촉를 구사하여 @ 일반적인 관심사가 될만한 화제에 관해 @ 정상적인 대화의 속도로 @ 즉 

석 에서 (spontaneously) 이야기한 @ 외국어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CD은 표준이하(substandard) 의 말이 아닐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는 그러 

연서도 일상 구어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와 문장구조에 국한해서 문어체 (written style)를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조건이다. @은 청취이해측정에서는 전문화된 지식과 관련판 

것을 배제하는 조건이며 @와 @는 자연스런 대화투의 말을 규정하는 조건이다. 이중에서 

@는 영어의 경우 l음절 당 ll rv23센치초(즉 o. llrvO. 23초)의 속도로 말하는 것이 측정A로 

밝혀진 바 있다. 다음 @는 미리 준비한 것은 연설문의 성질을 띄 우게 되므로 격식을 갖춤 

이 없는 (informal) 말을 규정하는 조건이다. 

(2) 내용 

위 3.1에서 논한 음성식별력， 기억보존력， 종합청취이해 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음성식별력은 부록 1 -1을 이용하고 기억보존력과 종합청취이해력은 3. 1에서 

거흔한 범위 안에서 출제자의 판단에 의거한다. 

(3) 출제 의 매 체 (medium) 

자력 테입을 이용하여 모국어화자 (native speakers) 의 음성무로 늑음하고 그 녹음을 들으 

면서 프린트된 답안지에 답을 적도록 한다. 청취 겸 녹음용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반응 (맙)을 녹음시킬 수도 있￡나 녹음된 것을 평가하는 일은 역시 객관성이 손상되으로 

객관적인 청취이해 측청법을 쓴 의의에 반대뇌게 된다. 그러므로 순전한 객관식 선다형을 

탑안에다 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4) 출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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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지선다가 좋을 것이나 3지선다도 그 신병도가 크게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 

험에 의거한 보고가 있다. 지시문은 피시험자의 모국어로 주고 문항의 본문은 외국어로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지시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이 
해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알고 있어도 지시문을 이해 못한 것 만￡로 휘생을 치르기 때문 

이 다. 그러나 아주 높은 수준의 응시자에게는 외국어 지시문을 쓸 수도 있다. 본문은 2회 

청도의 반복이 바람직하나 3회를 넘어서는 부적절하다. 

(5) 문항수 

일반적으로 100문항 정도면 소기의 식별력과 안정도뜰 얻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인정되 

어 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 지 않는 경우는 50문항까지도 내 려가는 수가 있으나 그러한 

측정의 결과는 조성성있게 이용해야 한다. 

(6) 배 경 장음 청 취 력 측정 (Aural Comprehension T ests with Background Noise) 

이 것은 Spolsky등이 개 발한 이 른바 잉 여 자질 감소측청 법 (reduced redundacy test) 이 라는 

것A로 테입의 녹음정보와 더불어 백색잡음 (white noise)을 흔합해 넣은 측정법을 말한다. 

백색잡음이 란 잡음파의 성분주파수분포가 아주 광대역 (wide bandwidth) 에 걸친 잡음을 말 

한다. 정보 대 잡음비율(soundjnoise ratio) 은 능력측정 상황에서는 그 출력 (output power) 

의 비율로 5 : 1, 4: 1, 3 : 1, 2: 1갱도가 가능할 것이다. 2: 1이상의 혼합 (mixing) 은 실용 

성 이 ‘의심된다. 백색잡음 대신에 본문의 내용이 암시하는 실상황에서 흔히 경험하는 배경 

장음을 혼합할 수드 있을 것이다‘ 가령 거리의 이야기연 차의 경적이 나 엔진의 잡음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배경잡음을 혼합하는 이론적 근거는 @ 그러한 배경잡음이 언어에 존재하는 잉여자질을 

극도로 감소하기 때 문에 언어능력을 더 이 상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것 . @ 한가지 기능， 

예컨대 받아쓰기 테스트에 배경잡음을 흔합하여 잉여자질을 감소시킨 헤스트를 만들면 그 
결과(즉 성 적 ) 가 동일한 피시험자의 종합언어능력 (overal1 language proficiency) 과 상관계 

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설이 진부는 고사하고 모국어화자와 외국어화자의 차 

이는 전자는 장음이 따른 자연스런 환경에서도 들은 말에서 정보를 잘 추출해 내는데 비해 
후자는 조그마한 방해에도 정보를 놓쳐 버리는 경향으로 보아 배경잡음속에서 청보블 추출 

하는 능력도 언어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이런 방법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측청에만 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7) 기타사항 

@ 시험 내용의 음성식별력은 기억보존력 이나 종합청취이해력과 분명히 구분해서 출제가 

가능하나 기억보존력과 종합청취 이해력은 청확하게 그것만을 측갱하는 문제를 작성하기는 

힘들으로 어느쪽을 강조한 출제인가 하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종합청취력 

은 기억 력 도 전제하므로 더우기 그러하다. 따라서 기억보존력 문제를 기억에 관계되는 것 

만으로 가능한한 제한하면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 종합청취력 문항의 

결과에 기억력의 요인이 들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식벌력은 유지될 수 있다. 

@ 기억보존력 측정 문제애서 유의해야 할 점은 피시험자가 다 알고 있을 만한 쉬운 어 

휘나 쉬운 일상생활의 구문을 써야만 순수한 기억력 측정이 된다. 이것은 청취력 측청의 

지시문을 모국어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 이다. 쉬운 어휘와 구문을 사용하더라도 본 

문이 다 끝나고 그에 대한 설문이 있기까지 그 내용융 기억하고 있어야만 설문에의 탑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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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수 있게 된다. 

@ 기 억력 측정에서 본문의 길이는 기억시간 측정의 기 준치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속도로 읽어 서 3분 걸릴 본문뒤에 설문이 따르면 설문까지 기억해야할 사항들과의 최대사 

간 거리는 3분이 된다. 그중에는 3분이내의 기 억력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본문의 맨 처음에 나온 사항에 대한 설문이 ， 설문의 시 작으로부터 3분후의 맨 끝애 

주어 졌다연 기억을 요구하는 시간은 6분이 된 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에 의한 시간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문의 순서는 본문에서 주어진 사항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피시험자를 

혼란시키지 않아서 좋을 것이며 시간 조절은 븐문의 길이로 조절함이 바람직 하다. 또하나 

의 방법은 본문의 끝에서부터 처음 부분으로 설문의 순서를 완전히 역 행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행설문괴 역 행설문의 장단은 엽밀한 실험에 의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녹음에 의한 청취력 측정에서는 표준화된 시험여건 (2.2 참조)의 마련에 특히 유의하 

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언어실습실(language laboratory) 에서 각 피시험자가 이어폰 

(earphones) 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 나 이때에도 각자의 기계의 상태가 고장등 

으로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은 PA망 

을 통해서 방송하되 한 방안의 뒷좌석까지 고루 다들리도록 스피커의 배치 (2"'4개 ) 에 유의 

하면 소기의 성과를 올랄 수 있다. 

@ 청취력 측정에 있어서도 음성식별력을 제외한 기억보존력이나 종합청취 이해 력 측정 

부분에서는 3.2에서 논한 일상생활상황(또한 보고 원문 부록 1 -2 참조)을 골고루 포함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항수의 제약은 있으나 척어도 5"'6개 정도의 상황법주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청취 이해력은 논리적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를 내되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나 여러 단계 추리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측정의 수준은 외국여행과 체제를 전제로 하여 파견자의 필요를 상정하고 그 목적 달 

성을 십분할 수 있는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체제 목적 달성을 거의 할 수 없는 상대 

가 50점 이하가 되도록 표준화시킨다. 이 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실험과 연구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다. 

@ 청취이해력 측정의 필요에 따라 간단한 받아쓰기 (dictation) 문제를 소수 포함시킬 수 

있다. 받아 쓰기는 구어뿐 아니라 문어의 능력까지를 합한 종합능력과 대단히 높은 상관계 

수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 출제방식이 경제성과 간편성을 목표로한 보조수단 

(면접의)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간펀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한 시험에 3"""'5개 정도) 만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방법에 의한 청취이해 측정은 간펀하고 비 교적 적 은 비 용으로 많은 인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기는 하나， 구두면점의 방볍에 비하면 청취력 일변도라는 그 자체만 

으로서도 타당성의 손상이 큰 방법이다. 따라서 청취이해 측정은 어디까지나 구두면접 의 

보조 수단 내지는 부득이한 여건하에서의 내용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내용물로 쓰는 경우 

에도 이러한 청취이해력 측정과 구두연접과의 상관계수가 밝혀져 있지 않는 한 극히 조상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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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두먼접9 

5. O. 시험의 일반 절차 

이 비 거폰한 바 (2 . 3 ， 2.4) 와 같이 내용상 타당성이 낮은 능력측정은 아우리 식별력과 안 

정도가 높아도 쓸모 없는 것이며， 구어 (speech) 의 능력과 관련해서 내용상 타당성이 가장 

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구두면접이라는 것은 이미 거론하였다 (4. 1 참조)‘ 그렇다면 문제는 

면접의 주관성을 어떻게 하여 억제해서 객관성을 올리고 표준화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 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일 것이 다그러한 작업에 들어 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모든 능력측정 

(즉 시 험 ) 의 일반적 인 절차를 상펴 보기로 한다. 

측정의 일반 절차는 

G) 측정 목표의 설정 

@ 문제의 작성 및 펀접 (출제) 

@ 수험자의 답안 작성 (시험 실시 ) 

@ 채점(평가) 

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구두 면접의 경우로 바구어 보면 

CD 면접의 측정목표 설정 
@ 연 접 자 (interviewers) 의 질 문 및 반응 

@ 피면접자 (interviewees) 의 응답 및 반응 

@ 면 담- 결과의 평가 

의 4단계가 각기 일만 측정의 절차에 상응된다. 

이 4단계 절차 중에서 면접의 측정목표 설정관계는 이미 제 3 장에서 측정내용을 설정함 

으로써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장힌 셈이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많은 내용의 법주중에서 

제한된 항목을 어 떻게 선택하느냐는 것만 남은 셈이다. 또 한가지 항목 선택과 관련된 것 

무로 면접의 소요시간의 문제기 있다. 다음 면접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면접위원의 

선택과 그 인원구성의 문제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다른 히-나의 문제의 질의응담의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 절차의 문제는 피면접자와도 직접 관련되는데 그 까닭은 면칩의 경우를 일반 

측정에 비유하자연 출제와 응답(즉 시험실시 )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면담결과의 평 기-는 면접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접위원의 훈련 빛 통체 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이 러한 문제들과 관련 

하여 관련되 는 면들을 논슬하기 료 한다 

5.1 . 화제 및 자료 

면접의 화제와 자료는 면접측정 목표의 설정과 직결된다. 구어능력의 측정이 목적 인 면정 

의 경우， 피띤접자가 외국의 실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외국어를 사용해서 해결해 나 

가는 능력을 측정해야 할 것이므로 제 3 장에서 다룬 상황법주 직업전문분야별 법주， 대 화 

기능상 법주들에 속하는 것들을 잘 구사하는가를 측정 목표로 삼아야 할 것 이 다. 따라서 면 

9 구두면 정 에 관해 서 는 Jones (1975), Wild s (l975) 에 좋은 갱 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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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화제와 자료는 그러한 법주들을 가장 잘 대표하도록 선택 (sampling)하는 과정을 거쳐 

서 결청되어야 한다. 

우선 그러한 선택의 근본 원칙으로서 피면접자 개개인의 해외여행 목적에 관계되는 법주 

들을 연접화제에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개개인의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상생 

활범주나 대화기능범주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으로 똑 같이과하고 다만 개인에 따라 달 

라야 할 부분은 칙엽전문분야별법주 일 것이다. 띠라서 개인차를 둘 부분은 직업전문분야 

。]며 그 정도의 차이는 개인별로 접촉하는 면접형식의 측정에서는 쉽시-리 배려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아래와 같은 배려가 요망된다. 

(1) 제 3 장의 범주들을 택하되 가능한 대로 동일화제 (법 주) 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유의 

하여 화제의 종류를 다채롭게 한다. 가령 20분 한정형 (아래 2항참조)에서 한 화제범주에 5 

분씩을 소비하면 4개화제법주를 포괄할 수 있고， 3분씩 소비하면 약 7개화제 범주를， 그리 

고 2분씩 소비하면 모두해서 10개 화제법주를 다룰수 있게 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글의 한 문단 (a reading passage)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 

탑토록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피면접자의 전문분야에 관계된 것에 더욱 적절하다. 

(3) 위 (1) (2) 항을 척의 흔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전문분야랴 할지라도 꼭 글의 문단 

에 의거해야만 할 까닭은 없으며 직업전문분야의 법주를 구두로만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화제의 다양화는 세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첫째로는 화제가 다양할수록 내용상 타당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우선 책정한 일상생활법주와 대화기능법주가 합쳐서 73개인데 이 

중에서 10개 법주를 면점에서 다루었다면 약 14%의 확률을 유지한 셈이 다. 물론 이것은 

각 범주의 중요도(즉 일상생활 참여도)를 똑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계산이므로 법주들 

중에서 일상생활， 특히 의식주에 관련이 더 높은 것을 고르고 그 중에서 화제를 택하면 더 

높은 확률을 얻을 수도 있을 것 이다. 둘째로는 화제가 다양할수록 채점자간의 주관에 의한 

평가의 차이가 줄어 든다(아래 5항참조) . 면접의 가장 큰 결함인 주관성을 억제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묘로 화제의 다양화는 기펼 달성해야 한다. 셋째로 화제의 다양화는 일 

반측정 에 서 문항수의 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 어 서 시 험 의 안정 성 (relia bili ty) 을 높인 다. 

5.2. 면접 소요시간 

면정 소요시간을 정하는 데에 절대적 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경험에 비추어 피시험자 

한사람에 20분정도면 대개의 경우 능력평가에 충분할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필 

자는 면접을 그 소요시간의 상한선에 따라 CD 20분상한선형， @ 40분 상한선형， @ 60분 

상한선형으로 3구분 하기로 한다. 20분형은 구어능력을 알기 위한 면접， 40분형은 구어능 

력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되 직업전문분야까지 갚이 있게 알아야 할 경우의 면접， 60분형 

은 전문분야의 독해 력까지를 정밀하게 관찰해야 할 경우의 면접-즉 언어의 4기능을 다 평 

가하기 위한 면정으로 쓸 수 있다. 가장 흔히 이용할 20분형의 경우에도 실지에 면정절차 

(아래 4항참조)를 거치다 보면 모든 개개인에게 다 20분씩 꼬박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수 

준이 낮은 피면접자는 수준 높은 피면접자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럴 소요되며 20분형의 

면접에서 평균소요시간 10분정도면 될 수 있다. 10분이면 30명의 인원을 연정하는데 5시간 

에 소요되며 3명의 면접위원을 쓰는 경우 연 1 5시간인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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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접위원의 구성 

면접위원의 이상적인 수효는 4명 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 보다 많은 수효의 인원은 명

가의 안청도를 높이는데 별 큰 기여를 함이 없이 재청적인 부담을 늘리고 연정의 대화어} 

혼란을 주거나 펴면접자에게 심리적 인 강박감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나 4명도 운영상 부 

담이 되 므로 3명 의 구성 도 종합적 인 효율로 보아서 는 만족할 만하다. 미 합중국 C1A의 경 

우에는 2명의 면접위원을 쓰고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1명만이 면접을 하나 이러한 경우에 

는 면접과정 전체를 녹음을 해 두었다가 후에 연접에 임하지 않았던 다른 평가위원들이 녹 

음을 듣고 평가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경우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것이 옷 

된다. 그 까닭은 소요인원으로 보아서 결국 면접위원에다 평가위원을 합치면 3"'4명선에 

이르므로 인원수급상 경제적일 것도 없다. 또 노력변에서 보아도 녹음만 듣고서 명가한다 

는 것은 현장에서 관찰하고 명가하는 경우보다 더 힘이 들며 또 평 가의 객관도에도 별 기 

여하는 바가 없을 듯하다. 그 이유는 평 가는 어차피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는 

까닮이다. 

연정위원중 한사람은 꼭 모국어화자(native speaker) 이어야 한다. 이 외국인은 해당 외국 

어 를 말하는 토박이이기만 하면 되며 교양인이연 그것으로 족하다. 그의 연령은 성 인이기 1 

만하면 비교적 젊어도 된다. 질의 대화의 책임은 주로 그가 많이 지게 된다. 그밖의 면접 

위원응 모국어화자가 아닌， 피면접자와 동국인이어도 좋다. 그러나 그들은 외국어교육， 언 

어 능력 평 가등에 상당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 어 야 하며 그중 특히 한사람은 (대 화의 주역 은 

모국어화자에게 맡길지라도) 피연접자의 모든 언동을 책임지고 관찰하여 평가토론의 주역 

(연접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는 관찰한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평가토론때 자료로 제공 

한다. 

5.4. 연접철차 

면정절차는 모두 5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모든 피면접자가 모두 이 다젓단계를 다 거 

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순서대로 앞 단계에서 잘 통과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 어 

간다. 따라서 논리적인 가능성으로는 제 1 단계에서 머우는 사랑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경 

우에는 소요시간이 극도로 단축된다. 

제 1 단계 : 연접위윈과 피연접자가 서로 간단한 인사를 교환한다. 피면접자가 자기소개를 

한다떤가 날써에 대한 이야기둥 가벼운 대화의 실마리를 연다. 예컨대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1s this the first time you’ ve taken a test here? " “Why are 

you taking this test? " “Where do you work?" 등등. 

제 2 단계 : 위 첫단계에서 피면접자가 무난히 성공하면 자기의 신상에 관한 것， 가정생활 

직장생활 동과 관계되는 것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서 다룰 

면접화제는 주로 일상생활범주에 속하는 것들에 국한한다. 이 단계에서 만일 어떤 법주에 

는 비교적 반응이 적절하고 어떤 다른 범주에 대하여는 반응이 부적절한 경우， 부척절한 

것에 대하여는 반복，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는 동의 방법으로 피연접자의 장단점을 더 세 

밀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제 3 단계 : 둘째 단계에 무난히 통과된 사람은 제 3 단계로 끌고 간다. 여기에서는 직업전 

문법주 중에서 아주 키본척인 것들올 다룬다. 가령 피면접자의 분야가 무엇을 하는 영역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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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영역의 구성은 어 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떤 절하에 의해 업무수행을 하는가? 그 

러한 분야에서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ξL로의 발전이나 전망은 어떤가? 등등 어느 

분야에나 통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말하게 한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이 제 3 단계에서의 

성공이 제 4 단계의 전제초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실패한 사람도 다음의 제 4 

단계는 한번 거치게 한다. 그 이유는 제 3 ， 4단계 그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기본이라고 

볼 수는 없기 해문이다. 그러므로 제 2 단계 후에 제 4 단계 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의 성공 

여부에 상관 없이 제 3 단계 로 들어가도 된다. 

제 4 단계 : 여기에서는 대화기능범주에 속한 것들을 묻는다. 가령 어떨일에 대한 가치 판 

단을 연접 위원이 해 놓고서 피면접자가 그에 대한 찬동이냐 불찬성， 회의적 태도 같은 것 

들 중의 어느 하나를 어 떻게 표현하는가 본다. 만일 찬 • 불찬등을 직접 유도해 낼 수 없으 

면 “If someone says . .. . .. , how would you express your disagreement with his idea?"등과 

같이 유도해서 기능범주 사용능력을 관찰한다. 

제 5 단계 : 보통은 제 4 단계까지로서 면접 을 끝내나 40분형 면접이나 60분형 연접등에 서 

더 자세하고 포괄적인 면정 (전문지식과 관계되는 독해력까지 보는 정도의 것 )을 하는 경우 

에는 글의 문단 (a reading passage)을 내놓고 그 내용에 관해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 연 구 

두로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스스로가 걸게 구두 논술하도록 한다. 

위 4단계나 5단계가 끝나면 서로 헤어지는 인사를 하도록 하고 면첩을 끝낸다. 

5.5. 면접의 명가 

각 면접 위원은 아래와 같은 면접상황기록 (Checklist of Performace Factors)을 면접중에 

적는다. 

0 l 

CD Hearing 

@ Comprehension 

@ Prounciation 

@ Grammar 

@ Vocabulary 

11 @ Fluency 

Reg. No. Name 

Signature of Interviewer 

2 3 

3+ 

2 

3 

4 5 

H 2+ 

S 2 

o 2 

위 상황기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G)과 @는 청취에 관계되는 것￡로 그 중 @에 

는 음소나 강세， 억양， 단어 같은 것을 듣고 식별하는 능력을 기록한다.@는 종합적 인 

이해력을 기록한다. @.-v@은 구두발표력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은 음소， 강약세， 억양， 

낱말의 발음에 관한 기록이며 @는 운장구조가 어느 청도 청확한카를 나타낸다.@는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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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 이 나 사용의 청확도， 그리고 면담중에 사용된 어휘의 폭이나 수준을 말한다. @에 

는 관용적인 표현， 자연스러운 표현등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쓰느냐는 것을 기 록 

한다. 

0"-' 5의 계충은 각 해당 영역의 수준을 말한다. 0은 전혀 안된 상태， 2는 겨우 쓸 수 있는 

상태， 1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나 2의 수준에는 못미친 상태 3은 질지 사용에 큰 지장 

은 없는 무난한 상태 , 4는 잘하는 정도 5는 모국어 화자와 비 슷한 자유자재 한 수준을 말 

한다. 

위 6단계의 정의는 지냐치게 구체성 이 없는 것 같이 보이 나 실상은 상당히 간변하고 안 

정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5.4의 면접절차와 연결지을 수 있게 고안했다. 5.4의 면정 5단계 

와 위 상황표의 6계 충과의 관계 는 다음과 같다. 

0-제 l 단계에서도 실패한 경우 

1-제 1 단계에는 성공했￡나 제 2 단계에서 완전 실패한 경우 

2 제 2 단계에서 비교적 성공， 제 3 ， 4단계에 서 다 완전실패 

3 제 3， 4단계중 어느 하나만 성공 

4 제 3， 4단계에 무난할 정도로 성공 

5-제 3， 4단계에서 아주 우수하게 성공 

현접절차가 제 5 단계까지 있는 경우에는 4를 제 3 ， 4단계 성공으르 하고 5를 제 5 단계 성 

공으로 장A면 된다. 위 상황표에서 +표를 한 것은 예컨대 해당계층 중에서도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작성된 상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평 가한다. 

(1) 먼저 @과 @의 명균 값을 바른 쪽 아래 H (hearing) 함산란에 적는다. 위 Q)@의 평 

가 예처럼 중간값에 해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더 낮은 쪽A로 잡는다. 

(2) 다음 @"-'@의 평 균 값을 어 렴 으로 내 서 S (speaking) 에 척 는다. 
(3) H와 S 의 평 균치를 o (overall) 에 기록한다. 이 0의 값은 해당 피면접자에 대한 한 

면접위원의 평 가이다. 

(4) 연접위원 전원이 (1) "-' (3) 의 절차에 의해서 얻은 O값을 평균하여 피면접자의 성척으 

로한다. 

(5) 만일 연접위원의 평가차가 위 상황표의 6계총 (0"-' 5) 에서 2계충이내에 머물면 위 4항 

과 같이 평균치로 처리하되 3계충이 상무로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면정위원끼 리 평가 토론을 

한다. 평가 토론에는 각자가 왜 낮게 또는 높게 주었는기-의 근거 를 논의하고 나서 전원 합의 

에 의해 종합 성 적을 정한다. 전원 합의가 어 려운 경우에는 연칩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면접 진행상 유의접 

(1) 피 면접자에게 위압적인 태도플 취하거나 정신을 혼란시키는 정도의 동분서주식 

질문ξ로 정신적 인 위축을 초래해 서는 안된다. 

(2) 연접은 지 능의 측정이 아니라 언어능력의 측정임을 늘 기억하여야 한다. 

(3) 피면접자와의 대화내용에 열을 올려 그의 언어행위를 관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 

는 안된다. 모국어 화자가 많은 경우에 특히 이런 함정에 빡지기 쉬융다. 연접위 

원장은 질문이 적절한 화제 법주를 잘 포괄하고 있는가를 관찰함과 동시에 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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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의 언행을 잘 관찰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대화를 삼가도록 한다. 

(4) 면접 위원의 많은 받언은 제한된 시간에서 피연접자의 발언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이것은 평 가를 위한 충분한 표본을 수접하는 일에 방해가 되 며 평 

가의 안정도와 타당성을 I덜어도리는 결과플 초래한다. 

(5) 면접위원은 면정화제를 위한 법주의 항목표와 그에 따른 예문들을 가끔 훌어 보 

도록 하여 화제를 다채롭게 하는데 힘쓴다. 면접위원장은 화제가 단조로운 경우 

에는 다른 위 원들에게 적당한 방법A로 그것을 깨우쳐 주거나 자신이 대화에 끼 

어 들어 서 다채 흡게 하도록 유도한다. 

5.6. 면접위원 훈련 및 통제관리 

구두띤접과 같은 순전히 주관적인 측정방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객관성을 높이는 문제 

인데 그 어려움의 첫째 근원은 평가기준의 엄격한 수량화가 어려운 데 있 o 며 둘째 근원은 

명가자 상호간에， 또는 동일 평가자라 할지 라도 경우에 따라， 평가차가 나는 데 있다. 첫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로 우리는 5. 1"'5.5까지에서 면접의 내용， 절차， 명 가 기준， 면 

접 위원 구성등 여러 면에 대한 배려를 구상하였다. 본절에서는 둘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배려로서 위 5. 1"'5. 5의 배려들과 아울러 면정위왼의 훈련 및 통제관리를 하도록， 관 
계되는 점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평가자간의 평 가차 (examiner disagreement)는 세가지 양상A로 나타난다. 그 첫째는 평 

균차로 나타난다. 즉 동일한 피시험자 접단을 두 평가자가 서로 달리 평 가하여 그것이 평 

균치의 차이 로 나타난다. 둘째로는 접수분포(scatter or spread)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세째 

로는 성 적 순위 (rank order) 에 차이 가 나타난다. 

첫째의 문제는 여러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평균치를 냄￡로써 어느 정도 해 결할 수 있다. 

둘째의 차이도 셋째의 성적순위의 차이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지 않는 한 평균치의 방법A 

로 어느 청도 해 결된다. 그러나 셋째의 성적순위의 차이만큼은 특히 조심해야 할 문제이 

다.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이 러 한 치이들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이는가 하는 것이 이 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명가하의 요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평가자 자신의 내재적인 문제 

로서 명가자가 피측정자의 언어 행 위를 정확하게 듣고 분석하고 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이러한 요인을 최소한A로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인선단계에서 면정 위원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여 채용토록 한다. 인선의 기준은 엄밀하게 규청짓기 힘드는 문제이고 또 각 측정기 

관의 형면이나 피측정 칩단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국인 

의 경우는 말씨가 교양이 있고 받음이 분명한 표준적 인 언어를 쓰는 사람， 외국인인 경우 

에는 해당 외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A로는 가급적 언어쿄 

육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면접위원장은 언어교육 전문가라야 한다. 

평가차의 둘째 요인은 측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면접위원이 평 가에 펼요한 모든 절차와 기 

준 등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못한 데서 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일반적A로 측 

청 기관들이 위원의 인선에는 치밀한 배려를 하는 경우에도 위원의 관리에는 소홀하거나 아 

니면 그들의 적절한 관리 에 필요한 준비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적절한 준비」라 함은 위 5.1"'5.5에서 논한 여러가지 배려와 

아울러 제 3 장에 거론한 화제의 범주까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한다. 또 우리가 「관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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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새로 선발된 위원에게는 본 연구에 포함된 정도의 모든 정보에 관한 오리엔테아 

션이 있어야 한다. 

(2) 화제내용과 관계되는 제 3 장의 법주들을 수시로 살펴서 염두에 두고 연접에 임 

하도록 한다. 

(3) 새 위원에게는 경험있는 위원과 그 평가가 비슷해질 때까지 (적어도 2"-'3회 정도) 

는 면접에서 참관자로서 평가하는 연숨을 하고 그의 평가를 실지에 이용하지 말 

도록한다. 

(4)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펼요한 대로 피면접자 집단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플 위원 

에게 알려고 피연접자의 면접 목적， 면접 평가 기준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한다. 

(5) 면접후 개개인의 성적과 전체 면접 절차를 반성하는 평가회를 가진다. 

(6) 면접의 성적에 관해 사후의 통계 기록 및 분석을 지속해야 한다. 

(7) 이상을 위해서 면접 위원을 통제 조정하기 위한 협의 조정 기구 (the co-ordina ting 

procedure) 를 적 절히 마련해 야 한다. 

6. 시험문제의 작성 및 문항분석 

6. Q. 시험 운항의 평가 

본 연구의 주제는 구어능력 측정 (spoken language test) 이으로 연접 이 그 방법의 주종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보조 방편으로 답안치를 이용하는 청취이해측청 

(aural cornprehension test)도 다루었￡므로 (4. 2) 본장에서는 그렇게 담안지를 이용한 필 

답시험 (written tests) 전반에 필요한 시험문제 작성 절차와 문항 평가를 위해 필요한 문항 

분석 (itern analysis) 을 간략히 항목화해서 다루기로 한다. 문항분석에 관해 더 상세한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통계 측정에 관한 문현을 참조하기 바란다. 

6. 1. 시험문제의 작성 

(1) 시혐의 목표 선정 : 흔히 출제에 있어 목표를 선정치 않고 막연하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 금물이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청취이해력 측청은 그 목표가 해외에서 

의 임무수행 능력 측청에 있A므로 그 세분 목표에 해 당하는 것들을 제 3 장과 보고원문 부 

록 I 에서 선택적￡로 설청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I 은 앞￡로도 더욱 타당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재차 강조하는 것은 시험은 개인의 필요플 반영해서 개인화 

(individualizc) 해 야 하므로 일상생활 범주나 대화기능 범주는 누구에게 나 과하되 전문직 엽 

분야 법주는 직업 전문분야에 따라 달리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험형태의 결정 : 시험형태의 결정은 위 목표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가 

령 우리의 연구 대상인 구어능력 측정의 경우는 면접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집단적 인 신 

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챙취이해 측청에 의거할 수 있다. 

(3) 출제자의 선택 : 연접의 경우는 면접위원이 출제자에 해당하는데 이미 거론했다. 청 

취이해 측정의 출제자는 면정위원의 자격 (5.3 ， 5.6참조) 에 더해서 녹음기등 전자 음성 교 

재에 익숙한 사람이연 척합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녹음 교재 전문가로서 영어를 

아는 사람을 출제자와 제휴하여 도웅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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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문항의 구성 및 펀집 : 출제문항의 제작은 출제자가 맡되 전체적인 구성 및 펀칩 

-담당자는 별도로 상임자가 있는 면이 바람직하다. 연집의 단계에서 출제자 이외에 해당외 

국어의 본토인 1 인， 피시 험자와 동국인 (즉 동일 국어사용자) 1 인， 도합 2인 이상의 재검토 

가 필요하다. 

(5) 문항의 카아드화 : 출제 문항은 낱낱히 차아드에 작성 되 어 야 한다. 문항 카아드 앞면 

에는 출제자가 문제를 작성하고 뒷면에는 문항분석 에 필요한 자료의 양식 (form)을 미리 인 

쇄해 둔다 (아래 6.2 참조) . 

(6) 통계처리 : 시 험 실시 후에는 카아드의 뒷면 문항분석양식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기업 

하고 통계처리한다(아래 6. 2 참조) . 

(7) 문항의 취 사선택 : 문항분석 에 따라 부적 합한 문항으로 밝혀 진 것은 따로이 빼 서 폐 

기하거나 아니면 참고자료 (부적합한 문항들의 요인 파악등)로 쓴다. 

,6.2. 문항분석 (Item Analysis) 10 

(1) 문항 카아드 : 문항 카아드 앞면에는 문항변호(item number)와 시험 문항을 기록한 

다. 뒷면에는 아래 제시한 것과 같은 양식 (form) 을 인쇄한다. 

운항 차아드(후펀) 

Item No. AC-316 

Validation: 

High Group 

1 8/20 

2 

3 

4 

ChoÍces: 

Language: 조n화프논 

M뼈p I Low Gr펙 C짧ct Wrong 

4/ 20 3/ 20 I 15/ 60 (25) I 

Correct Choice : A 

Total Trial 55 

Discrimination 

H-L E l -3 

5 0.25 

H I M I L I H , M , L I H I M I L H I M I L 

A 
1

8
1

4
1

3
1 

B 
I 5 I 6 1

2
1 

C 
I 5 I 4 1

3
1 

D 
I 2 I 6 [ 7 I 

I I r I I 

Item Used 

on (1 ) ]an. 19, ’ 79 for Foreign Exchange Bank 

10 여기 문항분석의 개요는 Ingram (1 968) 에 의존하였 다. Lado (196l), Valette (1 967) 등에도 분석 방 
법이 소개되어 있다 섬 리측정 전반에 관한 보다 전문적 인 푼헌으로는 Cronbach (1970)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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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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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for Item No. Abbreviations: 

AC=Aural Comprehension 

S=Speaking 

R=Reading 

WR=Writing 

(2) 위 분석양식의 기업 방법 : 

Item No.: í약자-번호」의 식 A로 기 입 

Language: 해 당 언 어 의 표시 

G=Grammar 

PN = Pronuncia tion 

v = V oca bulary 

D= Dictatio:l 

Correct choice : Lj지선다의 경우에 갱탑， 주관식인 기입식 대답은 카아드 앞면 밴 아 

래에 문항과 다른 색갈(예컨대 빨강)로 기입 

Valida tion: 한 피시험자 접단을 각자의 총점에 따라 상 (High) ， 중 (Mid) ， 하 (Low) 의 

세 구룹으로 나누되 3으로 나누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과 하가 동일 

수효가 되 도록 조정 . 예 시 는 총 60명 을 20영 의 세 구룹으로 나누었음 1"'4의 

숫자는 시 험 의 혜 수차례 이 며 1- High Group의 8/20은 상위 권 20명 중 8명 이 청 당 

(A) 을 택했다는 돗이다. Correct (96 ) 의 15/ 60 (25) 는 총 60명중 15명이 정당자이 

며 그것 이 25%의 정 답자율이 라는 돗 임 . Discrimination은 이 문항의 식 별 력 (2.1 

참조)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H-L은 「상위 권의 적증자-하위권의 정죽자」를 나 

타냉 (예시의 경우 8-3= 5임). El _ 3 (the estimate of the first group in ratio to 

the third group) 은 이 문항의 식 별 력 지 수로서 그 계 산은 다음의 수식 에 의 

거함. 

E， _?=~-L -
1 -3---파 

3 

Where H=No. of correct answers in the high group, 
L=No. of correct answers in the 1::)"\'1 group, and 

N = Total no . of the examinees in the total grou p. 

Choices : 1"'4의 숫자는 시 험 회 수를 말함. H , M , L은 각기 High Group, Mid Group, 

Low Group을 지칭하고 A , B, C, D는 이 문항의 정답 A를 택한 수효뿐 아니라 

오답인 B, C, D를 택한 수효도 표시한 것임. 
Items Used : 1회 에 서 6회 까지 사용된 일 자와 사용대 상 칩 단을 표시 함. 

6.3. 문항분석 자료의 해 석 

( 1) Validatiol1관계 자료 : 첫째 정답의 백분율(Correct %) 은 해당 문항의 난이도(level 

11 이 문항분석 양식은 관련갱보를 다 갖출 수 있도록 훨자들이 고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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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ffículty ) 를 나타낸다. 정답의 백분율이 높을수록 문항은 쉬운 것이며 낮을수록 어려 

운 것이다. 어느 피시험 정단에 적절한 난이도의 분포는 그 문항접합(a set of test items) 

을 그 칩단에 사용해서 이른바 이상적인 균형 분포션 (bell curve) 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비축한 문항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넓은 범위(이흔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에 

분포되어도 좋A나 모든 수험자가 맞추는 문제 (난이도 100%의 것 ) 나 모든 수험자가 질패 

하는 문제(난이도 0%)와 같은 극단에 가까운 문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추천할 만한 분포 

는 15rv85%의 난이도라고 통용되고 있다. 

둘째로 식별의 지표인 EI -3은 그 분포가 +1과 -1 사이에 걸친다. 만일 어느 문항의 정 

답을 상위그룹의 모든 수험자가 맞추고 하위그룹의 전원이 못 맞추었다연 El-3은 十 l이 된 

다. 이것은 그 운항의 식별력이 최고로 좋은 경우이나 이러한 상태는 바랄 수 없는 이상적 

인 상태이다. 전문적인 출제 에서는 + 0.40에 못미치는 식별력을 가진 문항은 폐키되지만 

표준화 측정이 아닌 교수목적의 측정 갚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옷미치는 문항도 교사가 적 

의 선택해서 쓴다. 

EI -3의 값이 0이나 그 주변에 있 o 면 이 문항은 식별력이 없다는 말이 된다. 전문적이 아 

닌 시험용￡로 만든 문항이라도 예컨데 +0.20이하의 것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 위에서 추 

천할 만한 난이도의 분포를 15rv85%라고 했는데 이유는 그 범위를 벗어 나는 문항， 즉 지 

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운 문항은 El-3의 식별력값이 0에 가깝기 까닭이다. 

식별강 (EI-3) 이 -1인 문항이 있다면 이것은 하위그룹은 전원이 청답을 맞추었는데 상위 
그룹은 한 사람도 못맞추었다는 말이 된다. 하위그룹 전원이 맞춘 정답을 상위그룹 전원이 

맞추었다면 그 문항은 단순히 너무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위와같은 경우는 무엇인 

가 잘옷된 출제임 에 틀림 없다. 그 이유는 그 문항이 하위 그룹 (더 능력수준이 낮은)에게 

는 쉽고 상위 그룹에게는 어렵다는 말이 되기 까닭이다. 실시 경험에 비추어 Orv 一 l 쪽A로 

기운 문항은 정답이외의 3개 답지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며 또 정답자도 아울러 적 

절히 구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기 많다. 값이 -1에 접근할 정도연 정당과 오답 (distractors) 

이 너 우 교요하거나 까다로워서 문항의 춧점이 흐려진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은 고쳐 쓰 

거나 폐기할 수 밖에 없다. 

(2) Choices관계 자료 : 이 부분은 오답의 통계 도 가지 고 있는 것 이 특징 이 다. 가장 이 상 

적인 것은 정답을 택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분포가 3개 요답을 택한 사람의 수효 

가 3등분에 가까운 상태이거나， 3지선다의 경우는 2등분에 가까우면 좋다고 올 수 있다. 

실지로는 그렇게 이상적우로는 될 수 없￡나 경험에 비추어 어느 한 오당의 선택수가 다른 

오탑의 선택수의 2배이상이 되연 적절치 못한 출제라고 생각된다. 이 정오답 선택의 통계 

는 위 validation의 자료에서 얻은 해석에 그 설명과 이유를 찾아 주는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의 통계처리는 제 2 장(특히 2. 2) 에 거론한 방법에 의거하면 된다. 

7.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언어능력 측정이 무엇보다도 내용상 다당성이 있어야 함에 비추어 그러 

한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기초자료가 되는 상황 범주， 대화기능 법주， 직업 

전문분야별 법주를 설정하는 시도를 했다. 그러한 법주가 설정된다고 해도 그에 따라 기계 

적￡로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설정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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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접의 경우와 청취이해력 측정의 경우의 두가지에 대해 시도했다. 

구어능력 측정에서 이처럼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구어의 성질상 그 측청방법을 주관 

적인 것 o 로 만들므로 위에 말한 절차와 기준등은 그러한 주관적 측정의 객 관도가 높아지는 

방향￡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계의 많은 실험결과를 밑거름무로 이루어진 것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한 이 상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어 디 딘 것에 불과하다. 

다만 하나 사족을 붙여 다시 강조해 두는 바가 있다. 종래 의 이 른바 과학화되 고 아름다 

우리만치 청확한 통계 적 객관성은 필기능력 측정에서는 제법 현란한 꽃을 피웠으나 그러한 

객관화된 측정방법이 구어능력 측정에까지 타당성을 가진 것은 옷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객관성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싶어하연서도 우선 주관적측정으로 되 

돌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마 조금이라도 객관성을 되찾이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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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Profìciency Tes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Oral English 

Han-Kon Kim 

This is a report on the first phase of research on standardizing language profÏciency. 

testing supported by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gran t. This fÏ rst phase is concerned 

mainly with testing oral profÏciency through interviews. It also deals, however, with 

some general and basic considerations on language proficiency testing in general with 

special emphasis on improving content validity and item analysis technique. 

An interview test with four procedural aspects, is recommended: (1) setting up objectives 

of interview tests, (2) defining contents of and controlling types of questions of the 

interviewers, (3) observing (or recording) the interviewee’s response to the questions, and 

(4)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an interview. With those four prccedural aspects in mind, 
we have discussed (a) selection of topics with a view to upgrading content validity, (b) ’ 

time factors of an interview, (c) step by step procedures of an actual interview, (d) 

evaluation of the interviewee’ s performance, and (5) some important considerations on 

<Qrgamzmg an mterVlew commJ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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