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의 언어테스탱 방식: 

컴퓨터 개별 적응 평가와 수행 평가의 발전 전망 

최 인 철 

1. 서 론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에는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이 더욱더 거세질 것 

이며， 이로 인해 외국어의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국 

제화시대의 정보의 홍수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밀려들어오는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능력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현재 

컴퓨터에서는 “My job is selling fish."를 “나의 일은 물고기를 팔고 있다로 

번역하는 정도의 수준이므로， 외국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날은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에 접어들었어 

도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렵게 습득할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능력을 정확히 평가 

하는 일은 21세기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중요한 언어능력 평가를 위해서， 많은 관련 분야 -

전산 언어학， 멀티미디어 기술， 평가/통계 이론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적극적으 

로 활용되어서， 좀더 신뢰성 있고， 타당한 평가 도구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컴퓨터로 수험자 개인별로 수준에 알맞은 시험을 치름으로써 타당한 

수험결과를 얻고자 개발된 개별 적응 검사(Computer Adaptive Testing: CAT) 

분야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필 고사 방 

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멀티미디어 적으로 시험 내용을 제시하는 시험 방식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특히， 시험 방식 양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테스탱 분야에서는 아직도 시험 방식 개발 연구와 타당성 검증 연구가 요 

구된다. 

이와 더불어， 요즈음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수행평가 분야에의 전산 언어학 

및 음향 공학 분야의 공헌이 특기할 만하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언어학과 

전산학의 접목으로 태동된 전산 언어학과 인지과학 및 인접 관련 학문간의 적 

극적인 협동 연구로 인해서 음성 인식 기술과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많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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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분야의 기술 발전은 언어테스탱 분야에서도 특히 

표현기능(말하기， 쓰기)의 수행 평가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다. 살아있는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 중에서도 표현능 

력이 더 중시되고 있는바， 외국어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행 평가의 긍정적인 환 

류효과(Washback/Backwash Effect)를 고려해 볼 때에，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 

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의 Computer AdaptiveIBased Test(CBT)의 

현황과 평가 이론적으로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고찰해보고， 현재 사용되고 있고 

개발중인 대표적 CAT/CBT와 Web-based CAT 평가 시스템을 살펴본 후에， 
전산언어학분야의 음성인식기술과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수행평가 분야에의 활 

용가능성을 모색해 봄으로써 21세기의 언어테스팅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 

망하고자 한다 

2. 컴퓨터 개별 적응 시험 (Computer Adaptive Test: CAT) 

2.1. CAT의 현황 

1975년 Washington에 서 the Office of Naval Research와 The personne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주최로 CAT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 이래로 

CAT 실행을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응용 가능성을 위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진 

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지필 검사와 CAT의 동동성을 검증하 

거나， CAT 실행방법 및 실행 시 발생하는 측정학적 문제들의 검토 해결에 초 

점을 맞추었다. 많은 연구가 지필 검사와 CAT의 동등성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a1gorithm 및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검사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측정학적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연구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AT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과 컴퓨터의 눈부신 발달과 희망적 CAT 

연구결과들에 힘입어 많은 기관들이 현재 실제 검사 상황에 CAT를 도입 사용 

하고 있다. ETS(Educationa1 Testing Service)에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기초능 

력 시 험 인 PRAXIS(the Professional Assessments for Beginning Teachers)와 

일반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the Graduate Record Examination)와 경영대학 

원 입 학시 험 인 GMAT(the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등을 CAT 

형태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SAT(Sch이astic Aptitude Test),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실 행 도 CAT/CBT로 대 체 

하고 있으며， UCLES(University of Cambridge Loca1 Examinations Syndicate) 
에서도 외국어로서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CAT(CommuniCAT)시험으로 시행 

하고 있다. 이로써 CAT/CBT는 점점 기존의 지펼검사의 대안적 검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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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AT의 장점 

CAT의 장점과 제약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으며， 먼저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2.2.1. 측정의 정확성 
피험자의 능력수준에 맞는 문항을 문항의 곤란도， 변별도， 추측도를 고려하여 

선택함으로， 결국 피험자의 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좀더 

바람직한 신뢰도를 얻게 된다. 또한 적절한 양질의 문제은행만 주어진다연 모 

든 피험자를 주어진 통일한 오차도의 수준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험 

결과를 모든 점수대에서 같은 정확도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 

2.2.2 측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지필검사에 비해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피험자의 능력이나 특성을 정확히 측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사전에 문항의 제시 순서를 구조화시킬 필요 

가 없어서 문제은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전 동등화 및 척도화를 통하여 검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수험자의 원점수 

및 척도점수를 보고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평 

가 전반에 걸친 행정에서 경제성이 제고된다. 

2.2.3. 측정의 융통성 
검사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검사 전략을 채택하기가 용이하다. 검 

사의 목적에 따라 검사의 출발점， 문항선정기준， 검사 종료기준을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하다. 검사가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수험자 개인별로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2.3. CAT의 제약점 

반면에， CAT의 주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2.3.1. 맥락효과(Context Effect) 
시험을 치를 때 하나의 문항이 다른 문항을 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지필 시험에서는 모든 피험자 맥락효과를 동일하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CAT 에서는 이 효과는 관련된 문항을 치른 피험자에게만 작용하게 된 
다. 

측정의 정확성만을 위해서 문항을 제시하는 경우， 특정 분야를 측정하는 문 

항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검사결과의 항내성 (robustness)이 줄어들 수 있다. 비 

슷한 맥락으로 특정 유형의 문항들이 제시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CAT 개발 시 content balancing 혹은 item type ba1ancing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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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2.3.2. 수험 방식의 제약 
지필 시험에서는 문항의 재검토， 응답의 수정， 무응답으로 다음 문항으로 건 

너뛰는 것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CAT에서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어지면 검사 

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더 많은 수의 문항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의 효 

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well coached" 피험자는 모든 문항을 일부러 틀 
리게 답하고 재검토하여 정답으로 수정함으로서 인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3.3. 보안· 문제은행의 노출 
문항이 다수의 피험자들에게 노출됨으로서 문항의 비밀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 주어진 능력 추정치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문항의 

노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항의 비밀보장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검사결과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결국 문항의 노출도 (ítem exposure rate)는 검사의 

공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4. CALT의 중요 고려사항 

90년대에 들어와서 CAT의 기술의 언어테스팅에 접목을 위한 연구가 어느 

정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Brown 1997, Dunkel 1991, 1999), 언어테스팅에 
CAT의 기 술을 활용한 독 립 적 인 평 가 분야 CALT (Computer Adaptive 
Language Testing)를 개척하고 있다. 
CALT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평가 운용 프로그램의 중요 문제는 

첫째로， 지필 고사와는 매우 다른 multimedia 매체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시험 방식 양상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로 중요한 문제는 CALT 
의 여러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다. 셋째로 중요한 문제는 

시간 변수를 IRT에 접목하는 이론이며， 평가 프로그램적 요소인 시간 변수에 

관한 관건은 time-based IRT이론의 정립이다. 이런 중요한 고려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4.1. Multimedia적 고려 요소 
지필 고사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시험의 내용이 제시되므 

로， 전달 매체의 차이가 수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살아있는 의 

사소통 상황에서 중요한 시청각적인 요소를 컴퓨터 multimedia 기법을 활용하 
여 제시할 수 있으므로， 수험자와 시험 내용 및 방식간에 상호작용이 지펼 고 

사와는 많이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험 방식 양상 (Test Method Facets: Bachman 1990)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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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언어 기능별로 중요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청해 시험에서， 기존의 시험과 달리 화면에 상황을 묘사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에 제시되는 사진이 들려주는 대화/지문 내용올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이 사진만을 보아서도 수험자가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동， 사진을 통해 너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반면 

에， 수험자가 들려주는 대화/지문 내용을 잘 이해하였어도， 수험자의 schemata 

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사진의 정보로 인해서， 오답을 고르게 하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들려주는 음성언어의 내용을 고려해서 얼마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 

이 가장 좋은지， 또는， 화면에 답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지문과 답지 

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순서 또는 사진과 그림이 수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래의 TOEFL CBT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험자들이 화연을 오랫동안 집 

중하면서 시험을 치러야 함으로써 독해 시험을 볼 때에 눈의 피로는 집중을 방 

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지문을 한 화변에서 보아 

야하므로 scroll bar를 움직이면서， 지문의 내용을 이동시키면서 보는 것에 대 

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긴 지문은 UCLES의 CommuniCAT에서 

처럼， 실제 책에서 종이를 넘기는 듯한 느낌을 화변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필 고사에서는 지문과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 

었지만， 컴퓨터 화면에서는 순차적으로 제시되므로， 문제를 지문보다 먼저 제시 

하는 등의 제시 순서가 수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문 

이나 시험 문제의 모든 내용을 화변에 어떤 구성으로，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또한， 문법시험에서 올바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어휘의 재배열 시 

험 방식은 지필 고사 방식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웠지만， CBT/CAT 시험방식 

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로 시험 내용올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시험 방식과 시험 

개발 지침(table of s야x:ifications)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Dunkel 1앉웠). 

2.4.2. CALT으| 구축을 위한 모의 실험 

바람직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수험 

집단에게 실험 평가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타당성 검증 연구의 과 

정을 거쳐야 하는데， CALT는 수험자마다 문항이 달리 제시되는 알고리즘의 

속성상 대규모 수험집단에게 동시에 실시하는 실험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험평가 대신하는 컴퓨터에 모의 실험 (simulation)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타 

당성 검증 연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기존 알고리즘의 활용성을 분석하고， 가 

장 우수한 기존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실용성 높은 새로운 모의 실혐의 알고리 

즘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이다. 다양한 문항 수 등 여러 변수 

를 통제하면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CALT의 여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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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을 조사해야한다. 

2.4.3. CALT의 시험 길이 (문항수) 
CALT의 문항 수는 수험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tocking 1987). 즉， 동일한 능력의 수험집단이 많은 문항수의 시험을 치를 때 

와 적은 문항수의 시험을 치를 때에 상이한 능력으로 평가되기 쉽다. 따라서， 

수험 집단의 상이한 능력에 관계없이 문항 수를 고정시켜서 시험 길이를 동일 

하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험집단의 상이한 능력을 고려하여 문항 수를 

변화시켜서 시험길이를 상이하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 

구와 어느 정도 길이의 시험이 타당한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에 시험 길이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Bergstrom, Lunz, & Gershon 1992). 문항의 난이 도를 변화시 키 게 되 면， 정 
확한 능력 추정을 위해서 필요한 문항수가 늘어나게 된다. 좀더 정확한 능력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 시험 길이에 알맞은 시험의 난이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제약된 수의 문항을 통해 제시되는 언어 내용(sample 

Înput)의 양이 과연 얼마나 대표성이 있으며，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언어테 

스트는 다른 자연 과학분야의 시험과 달리 평가 영역 (dom밍n)의 내용을 이산적 

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매우 복잡 다단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다차 

원적인 언어능력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십수개의 정도의 문항을 통해 

제시되는 언어 표본의 양은 내용타당도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가능한 적은 문항수의 시험 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 렵다. 

2.4 .4. 문항 추출 알고리즘 

시험의 문항수/길이 및 내용의 양과 관련하여， 시험 문항 추출의 알고리즘은 

교육을 위한 평가의 순기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평가와 교육은 상호 보완 

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 유리된 평가는 개인과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바 

람직하지 않다. 평가가 수험자의 집단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변별해 주는 평가 

목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을 판단해 주는 기능까지 수행할 때에 비로소 

평가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다. 만일， 교육이 평가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교육현상으로서， 평가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게 되어， 

불행한 교육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나라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외국의 영어시험 

의 성적표 내용을 보연 수험생 자신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별로 

없음을 발견한다. 평가가 평가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무책임한 교육평가의 행위이다. 평가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는， 수험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줌으로써， 수험자의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단평가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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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 요소/영역별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인 기준준거 (criterion-referenced/ 

domain -referenced)의 개념에 근거하여 구축된 문제은행(예: TEPS)의 문항들 

은 각 언어능력 요소/영역별로 상이한 문항 수에 따라서 수험결과가 영향을 받 

게 되므로， 영역별 진단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적은 문 

항 수에 근거한 진단평가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문항 수 즉 시험 

길이 요소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떻게 영역별로 문항을 추 

출할 것인지에 관한 타당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시험 방식 양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언어능력 평가에서는 시험 유형별 

로 문항을 분류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지문하나당 문항 하나를 

제시하는 일지문 일문항 원칙을 지키면， IRT의 중요한 대전제인 국부 독립성 

(Local Independence)을 제고하므로 IRT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문항을 제시하기만 한다면 문항 제시 방식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된 

다. 반면에， 긴 지문하나에 107H 정도의 여러 문항이 딸려서 제시되는 일지문 다 
문항 방식은 국부 종속성(Local Dependence)이 매우 높게 작용하므로， IRT의 대 

전제인 국부 독립(μc머 Independence) 조건을 위배하게 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IRT에 근거 한 CALT를 활용할 수 없다 (Hambleton & Swaminathan 1985). 

2.4.5. CALT의 수험 결과 처리 및 종료 알고리즘 
수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타당한 

수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Dorans 1990, Stocking 1994, Wainer et al. 1990). 바람직한 CALT를 시행하 

기 위해서는 문제 은행이 펼수 요건이며， 사용될 문항들의 지수， 즉， IRT에 의 

거하여 능력과 같은 척도 상에 위치시키는 과정 (calibration)을 통해 얻어진 난 

이도와 변별도 등의 정보는 사전에 문제은행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채 점 방식 은 다음과 같은 방법 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Brown 1997 wainer et 

al. 1990). 

a. 맞은 문항수의 총합 (가장 초보적 방법) 

b. 가중치를 준 문항 수의 합 

c. 표준화된 점수 (동등화 과정을 통한 방식) 

d. 추측정 도를 고려 한 a-c중 어 느 한 방식 (3 parameter IRT modeD 

e. 0/1점 방식이 아닌 세분화된 점수에 근거한 a-c중 어느 한 방식 (Partial

Credit ModeD 

f. 공통/기준 문항(common/anchor items)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a-d중 어느 

한 방식 

g. Rasch Model에 근거 한 UCON(Unconditional Maximum Likelihood Esti

mation procedures) 

h. 기타 IRT 활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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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채점 방식중의 하나의 방식으로 문항별로 결과 처리가 되면서， 어느 시 

점에 시험이 종료될 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수험자의 이전 문항의 정 · 오답 결과에 따라서 제시되는 문항에 대한 

수험자의 응답 결과에 근거하여 점수 측정의 오차가 어느 기준이하로 작아지는 

순간에 시험을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CAT의 원론적인 알고리즘에는 문 

제가 있다. 즉， 어떤 능력 수준에 알맞은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 오차를 갖고 

있는 문항만을 추출하다보면， 그런 문항들 외에는 다른 문항들의 선택 가능성 

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소수의 한정된 문항들이 주로 문제은행에서 

추출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종료 알고리즘 

의 문제이다. 결국， 시혐의 측정 대상 언어영역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론이 더 

중요하며 (A1derson 1999), 그 고찰에 근거하여 시험 언어기능， 언어 요소 등의 

시험 세부 영역별로 적합한 시험방식， 시험문항 선택 및 시험 종료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Larson 1999). 

2.4.6. CALT 문항 무응답 처리 
기존 지필 고사 방식에서는 수험자가 어떤 문항에는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바로 이전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상이한 난 

이도의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의 CALT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험자의 무응답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무응답을 하고 계속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험자의 무응답을 채점하지 않고， 수험자가 

응답하는 문항만을 근거로 하여 채점을 하면， 수험결과가 보통 보다 높게 나타 

냐는 것이 밝혀졌다 (Lunz & Bergstrom 1994). 이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 

가 요구된다. 

2.4.7. time-based IRT의 개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을 두는 속도화 시험을 

활용하여 Monitor의 활동을 억제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의사소통 능력 (잠재적인 

언어 능력 acquisition)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Oller 1995, Choi 1994, 

1997). 이런 속도화 시험의 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험자의 응답 반응 시 

간을 IRT에 접목시킨다면， 수험자의 살아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좀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시행에t 옮기기 위해서는 시간 변수를 고려한 

IRT이론의 정립이 필수요건이다. CALT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컴퓨터에서 

운용하면서 여러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수험자의 반응 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사 

한 후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평가 도구를 통하여 수험자의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 후 얻어진 결과와 비교연구를 통해서， 타당한 time-based IRT 

모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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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uter/Web-Adaptive/Based 언어테스팅의 발전 

3.1. TOEFL CBT 

기존의 CBT/CAT의 연구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의 결실은 ETS의 CBT 
TOEFL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 및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다. CBT 

TOEFL은 Listening, Structure, Reading, Writing의 네 개 의 sections로 되 어 있 

는데， 이 중에서도 처음 두 개의 Listening과 Structure section은 computer

adaptive test로， 처음에는 중간 수준의 문제를 제시하여 수험자가 맞추는지 틀 
리는지에 따라 그 다음의 문제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sectíons에서는 일 

단 자신이 선택한 답을 확실히 고르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전의 문 

제로 다시 되돌아가 고칠 수는 없다. 또한 문제를 풀지 않고 건너 휠 수도 없 

다. 

반면에， reading section에서는 기존의 paper-based-test 방식 때문에， CAT 

시험 방식을 도입하지 못하고， 다소 수정된 시험방식과 함께 지필 고사를 컴퓨 

터 화면상에서 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CAT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는 평 가 이 콘적 틀을 제 공하는 문항반응이 론 (Item Response Theory: IRT)을 
활용해야 하는데， IR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원성 (U nidimensionality), 국 

부독립성 (LocaI Independence) 같은 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Hambleton & Swaminathan 1985, Hambleton, Swaminathan, & Rogers 

1991). 그런데， TOEFL 시험의 reading section에서는 일지문에 관련한 문제가 

10문항 정도로서， 일지문당 다문항 (One-Passage-Multiple-Items) 시험 방식에 

서는 IRT의 대전제인 국부 독립성 전제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IRT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IRT이론에 근거한 CAT방식을 도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IRT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지문 

일문항 (OPOI: One-Passage-One-Item, Choi 1997)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일지문 일문항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지문 일문항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의하면， 다소 지문의 

길이가 짧아져서 고차원적인 언어-인지능력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urnmins 1983)을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대학원 과 

정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다수의 수험집단에게는 그런 

고차원적인 능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의사소통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 

다. 그런 목적의 시험 상황에서는 일지문 일문항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며， 

그 장점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일지문 일문항 원 

칙에 의거하여 출제하면， 한 문항당 한 지문이므로 총 문항 수만큼의 많은 다 

양한 소재의 독해 지문이 제시되게 됨에 따라서 독해지문의 배경지식 (Topical 

Knowledge: Bachman 1990, Bachman & Palmer 1996)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수험자에게 주지 않게 된다. 둘째로， 많은 수의 독해 지문이 제시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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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해 지문 내용 (지문당 100단어 내외 x 40지문 = 4000단어 내외)의 절대 
량이 일지문 다문항방식의 시험 내용 (250-350 단어 x 4-5개 지문 = 

1000-1500 단어 내외)보다 4배정도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살아있는 독해 

능력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속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타당성이 제고 

된다. 마지막으로， 각 독해 지문의 내용과 형식에 가장 알맞은 독해 시험 방식 

(선다형， 빈칸채우기， 불필요한 문장 삭제하기 등)과 측정 대상인 독해 인지과 

정 요소 (대의파악， 세부내용 파악， 추론 능력 등)를 선택하여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서， 결국은 바람직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게 

된다 (Choi 1997). 
TOEFL은 대상 수험집단이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 

려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다소 고차원적인 인지-언어능력을 

측정해야하므로， 일지문 다문항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TOEFL의 시 험 목적 에 알맞은 reading section의 시 험 방식 의 내 재 적 인 문제 

때문에 IRT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서， TOEFL은 CAT와 CBT의 개념을 동시 

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CAT TOEFL이라고 하지 않고， CBT TOEFL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각 영역마다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청해 

3.1.1.1. 시각적 정보 제서 

이전의 paper-based-test에서와는 달리， 시험이 시작되고 대화나 강의내용이 

headphone을 통하여 제시되면서， 화자들의 사진 또는 내용 (강의 주제등)과 관 

련이 있는 정보의 사진이나 그림 등이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제시된다. 시각적 

인 정보의 제시는 문맥/상황을 풍부하게 ( context-embedded) 해주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수험자들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참조). 반면에， 시각정보가 화면의 질 

(해상도， 크기， 색상 등)과 난삽하게 제시된 시청각 자료를 소화하기 위해서 요 

구되는 복잡한 인지과정으로 인하여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파악에 지장을 초래 

하게 함으로써 수험 결과에 부정 적 인 영 향을 미 칠 수도 있다 (Mazzeo & 

Harvey 1988, Mead & Drasgow 1993). 
또한， 타당도에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서는 시각적인 정 

보가 지나치게 실마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청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험 지문 내용에 관련된 사진을 통하여 문맥을 풍부 

하게 제시하되， 문항에서 묻는 정보에 직결되는 시각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정보로 인한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실마리 제공 

문제는 시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즉， 강의를 듣고 내용 파악 

하는 문제인 Part C에서는 사진이 내용 파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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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간단한 대화를 듣고 답하는 Part A, B에서는 대화의 내용과 관련은 되지만， 

오히려 사진을 봄으로써 오답을 고르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사진 

을 보는 것이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Miller 19:꺼). 이 

런 점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어떤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에도 명 

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1.1.2. 청취 내용 제시 방법 
청해 대화 및 지문과 그에 따른 문제는 이전의 PBT에서 처럼 한 번만 들려 

주며， 선택지는 듣는 내용이 끝나연 화면에 제시된다. 따라서， PBT에서 처럼 

미리 선택지를 보고， 문제의 내용을 유추하는 시험 전략은 적용이 될 수 없도 

록 되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수험자 개개인이 음량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시험이 시작되면 재조정이 불가능하다. 

3.1.1.3. 시 험 방식 
시험 문제의 유형이 이전의 PBT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multiple-choice 뿐만 아니라 정답이 두 개인 선돼지도 있고， 그림을 선택하게 

되어있는 multiple-choice, 연결하기 (matching) Y. 순서 재배열 (reordering) 동 

의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시험 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1.1.4 시 간 제 약 
각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험자가 그 시간 배 

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의 수험 시간까지 주어질 

수 있는지， 또한 문항별 웅답에 걸리는 시간이 기록되는지는 시험 manual에 명 

시되어 있지 않다. 

3.1.2. 구문/문법 
이전의 PBT에서처럼 두 개의 문제유형이 있다. 하나는 밑줄이 쳐진 보기 중 

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법 오류 지적 (eπor detection)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번칸에 알맞은 단어나 구를 집어넣는 빈칸채우기 (gap filling) 유형이다. 오류 

지적형이 분리식 시험 (discrete-point test)의 속성이 강하여， 영어 교육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Choi 1994),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게 

나오는 유형인데도 (Henning & Cascallar 1992), 이를 계속 활용하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구문의 채점 결과는 TWE 시험 성적과 합산이 되어서， 쓰기 능 

력 점수로 제시된다. 

3.1.3. 독해 

3.1 .3.1. CBT 방식 

앞에서도 설명된 바대로， reading section은 CAT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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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맞거나 틀리는 정도가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얼마든 

지 앞의 문제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며， 다음 문제로 건너뛰는 것도 가능하다. 

3.1.3.2. 시험 방식 
Listening에서처럼 다양한 문제유형의 변화가 있는데， 삽입 (insertion), 문장 

재 배 열 (sentence reordering), 지 칭 추론 (reference 찾기 ) 등의 다양한 유형 이 

활용되고 았다. 또한， 독해 지문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 정보도 

글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문맥/상황의 제고를 꾀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긴 지문이 한 화변에서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scroll bar를 이동하면서 독해 

지문을 봐야하기 때문에， 수험자의 집중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이 3시간 이상이나 되는 오랜 시간동안 컴퓨터 화면을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수 

험자 입장에서는 시각적인 집중력이 요구되는 마지막 section인 독해 시험에서 

시각신경이 매우 심한 정도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 

사 참조). 이렇게 집중력에 많은 지장을 받는 가운데 얻는 수험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Mazzeo & 

Harvey 1988). 

좀더 구체적인 시험 방식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제한된 한 화면에 독해 지 

문과， 문제와 선돼지를 어떻게 안배하는 가하는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문제 질문과 선택지를 보면서 동시에 읽기 지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ely et 머. 1986). CBT 

TOEFL에서도 독해 지문을 좌측에， 문제의 질문과 선태지를 우측에 제시하고 

있다. 

3.1.4. 작문 

3.1.4.1. 필수 조건 

30분 동안에 주어진 topic을 가지고 essay를 쓰는 방식으로， 이전의 PBT와 같 

은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CBT TOEFL 체제하에서는 1년에 5번만 치러지지 

만 이전의 TWE를 TOEFL 시험 다음에 곧바로 치도록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학하기 위해서 필수적 

인 능력인 작문 능력을 자유 작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3.1.4.2. 시 험 응답 방식 
수험자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컴퓨터 상에서 곧바로 타자 입력을 하여 작성 

할 것인지， 아니면 수기 (handwriting)로 작성할 것인지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 

다. 단， 초안 작성에 필요한 scratch paper는 두 유형 모두에서 제공된다 

3.1.4.3.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익숙도 

타자 입력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쓰는 문서 편집기 (word processor)의 

기능인 붙이기 (Paste)와 오려내기 (Cut)의 기능이 등장하는데， 수험자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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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랑직 할 것이다. 앞으로는 수험 

자들은 점점 더 문서 편집기능에 익숙할 것이므로， 컴퓨터의 타자 입력에 미숙 

도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점은 무시해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RusseIl & Haney 
1997). 

3.1.5. 채점 

3.1.5.1. CBT와 PBT의 점수 호환성 

현재 TOEFL의 시행 방법이 PBT에서 CBT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PBT의 채점 결과와 CBT의 채점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두 

점수의 척 도를 일 대 일 대웅시 킨 점수 호환표 (concordance tab!e)를 제공하고 

있다. 

3.1 .5.2. 채점 과정 

CBT TOEFL에서 CAT으로 시 행되는 !istening과 structure section에서는， 

맞은 총 문항 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보이며， 더 어려운 문제를 맞출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된다. 반면에， reading section은 CAT이 아니므로， 기본적 

으로 맞은 문항 수를 근거로 점수로 채점하게 된다. Writing section은 두 명의 
채 점 자가 채 점 기 준 (Writing Scoring Guide)에 따라서 6단계 의 수준(Ieve!)으 

로 점수를 주며， 성적표에는 writing의 수준별 점수와 함께， structure/writing 
section의 합산된 접수도 함께 제시된다. 

또한， TWE의 채점을 위해서는 ETS에서는 수험자의 작문 내용을 컴퓨터로 

채 점 하고자 하여 e-rater (e!ectronic essay rater)를 개 발하였다. e-rater와 전문 
가 평가간의 상관관계는 .9이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임을 밝히고 있 

다 (Bumstein, et aI. 1998a, Burnstein, et aI. 1998b, Burnstein, et al. 199&).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수행평가의 활용도’를 참 

조하기 바란다. 

3.1.6. TOEFL PBT 및 CBT 상관관계 
TOEFL PBT와 CBT간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성신여 대 영문과 3학년 

학생 31명에게 98년 2학기에 두 시험 방식의 모의 시험을 치르게 하여서 얻어 

진 두 시험의 수험 결과 상관관계를 조사했￡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독해를 제외한 언어기능 영역에서는 PBT와 

CBT간의 상관관계가 .7이상이지만， 독해는 .7이 되지 못하였다. 물론， 피험자수 

가 많이 미흡한 연구이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에 청해의 상관관계 계수가 독해 

보다 더 높게 나온 점을 볼 때에， 이는 좀더 타당하게 판단된 청해 방식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점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대 

로， 독해시험의 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다소 부정적인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 

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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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OEFL PBT 및 CBT 상관관계 

Cor PL PS PR PT CL CS CR CT 
PL 1.αlOO얘59 .5957* 없86** .'2fJ37 .2037** .5249 .7198** 

PS 때59 α뻐 .8523** .2뼈 .6152* .7<뼈 .6152* 잃44* 

PR .5957* .8523** 1.<αXXl ‘9126** .5429 닮29 없94* .7뼈** 

PT 없86** 앓71 ** .9126** α뼈 .뼈* .5069 .6799** .8(ff)** 

CL .7400** .2808 뼈38 잃때* 1.αXXl - .0154 .6170* .8126** 

CS .2037 .71뻐** .5429 .5069 -.0154α뼈 .5605* 닮37 

CR .5249 .6152* .6494- .6799** 댔)5*댔)5* 1.뻐x) .9608** 

CT .7198** 없44* .7'아쌍* .8αiO** .8126** .5437 .9:뼈** 1.0000 

N of cases: 31 2-tailed Signif: * - .01 ** - .001 

3.1.7. 설문조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CBT TOEFL 모의 시험을 본 후에 다음과 같은 설 

문지 조사를 받았다. 

Computer-based TOEFL Test 설문지 

1:나쁘다(or 그렇지 않다) 2: 3:그저 그렇다 4: 5:아주 좋다(or 그렇다) 

P : paper-based TOEFL test, C : computer-based TOEFL test 

1. paper-based TOEFL test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2. 본인은 computer를 대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편입니까? 1 2 345 

3. 본인의 computer를 다루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 3 4 5 

4. computer를 다룬다면 어떤 분야에서 주로 작업하는 편입니까? 

문서작성， PC 통신， 인터넷， 그래픽， 게임， 기타 : ( 

5. computer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배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6. computer-based TOEFL test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전에， computer 

skill에 익숙해지도록 tutoria1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utoria1 과정이 시험에 

임하는데 충분한 도웅이 되었습니까? 1 2 3 4 5 
7. tutorial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특히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How to use a mouse ) How to scroll text up and down 

) How to use testíng tool ( ) Lísteníng Tutoria1 

) Structure Tutoria1 ) Reading Tutorial 

) Writing Tutoria1 

8. tutorial이 진행되는 시간은 적당했습니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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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이 tutoriaI 과정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0. 문자열 또는 그립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1 2 3 4 5 
(예를 들어， 문자열이 잘린다던가，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었 

습니까?) 

11. 화면 및 글꼴의 크기는 적당했습니까? 1 2 3 4 5 
12. 그림이나 사진이 화면에 뜨는 속도는 어떠했습니까? 1 2 3 4 5 
13. Listening Test에 나오는 그림 또는 사진이 paper-based-test에서보다 
정답을 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23 4 5 

14. Listening Test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 유형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일반적 인 Multiple choice -------------------------- 1 2 3 4 5 

· 정 답이 두 개 인 rnultiple choice --------------------- 1 2 3 4 5 

· 그림으로 되어있는 rnultiple choice ------------------- 1 2 3 4 5 

. Matching Question(그림과 선택지를 연결시키는 문제) --- 1 2 3 4 5 

. Ordering Question ------------------------------- 1 2 3 4 5 

15. Listening Testt.} Structure Test에 서 , paper-based-test~~ 럼 바로 앞의 문 
제로 돌아가 자신이 선택한 답을 고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1 2 3 4 5 

16. Listening Testt.} Structure Test에서， 나중에 풀고 싶은 문제는， paper
based-test에서 처럼 건너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2 345 
17. Reading Test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문제유형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일반적 인 Multiple choice -------------------------- 1 2 3 4 5 
. Insertion(삽입문제) ------------------------------ 1 2 3 4 5 

. Reference (지시 문제) ---------------------------- 1 2 3 4 5 

. Reordering (문장 재배열) -------------------------- 1 2 3 4 5 
18. Reading Test에서 기존의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와는 달리 일정한 문장 

을 삽입하는 문제 등에서， 직접 볼품쇼에서 rnouse-cIicking을 통하여 답을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기능은 어떻습니까? 1 2 345 
19. 본인은 word processor를 잘 다룰 수 있습니까?(typing실력 )1 2 3 4 5 

20. cornputer-based TOEFL에서는 handwriting과 typing 중에서 선택하여 쓰 

기 시험을 치를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handwriting typing 
21. Essay test에 필요한 CUT, PASTE의 기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다 모른다 

22. 문서작성시 file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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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est 종료 후， 본인의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1 2 3 4 5 

24.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의 속도는 적당했습니까? 1 2 3 4 5 
25. 전반적 으로 paper-based test와 비 교할 때 어 느 것 이 더 낫겠습니 까? 

Paper-based test Computer-based test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 computer-based TOEFL test에서는 각 문제를 푸는 시간을 자기가 조정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computer가 시간을 통제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감 같은 부정적 느낌이 들겠습니까? 123 4 5 
27. 시험을 끝마치기까지의 시험시간은 적당했다고 생각합니까?1 2 3 4 5 

28. computer-based TOEFL test는 tutorial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시까 투자 면으로만 볼 때， 본인은 paper-based -test9l- computer-‘ based 
test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Paper-based test Computer-based test 
29. computer-based TOEFL test를 치르면서 본인 마음대로 computer를 조작 

하지 못하는데 대한 초조함이나 좌절감을 느꼈습니까? 1 2 3 4 5 
30. computer-based TOEFL 않st를 치 르면서 즐거 웠습니까? 1 2 3 4 5 

위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었다: .74 많은 수험자가 TOEFL 시험을 본 것으로 보연， 본 연구에서 시행 
하는 시험에 대한 참여/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1.33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불안감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3.12 컴퓨터의 친숙도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서작성: 93%; PC 통신 55%; 인터넷: 69%, 그래픽: 23%, 게임: 27% 
5. 있다: .94; 6. 4.34: Tutoria1이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7. 거의 무웅답: Tutoria1에 큰 문제가 없었다. 

8. 3.24 Tutoria1에 걸리는 시간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 34분 수험자들이 새로운 시험 방식에 익숙할 때까지는 시험 시간이 30여분 
이상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4.85; 11. 4.22 ; 12. 4.09: 10-12번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화 

면 구성 및 제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3. 4.56 청해시험에서 제시되는 사진/그림이 지문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14. 3.78; 3.56; 4.05; 3.43; 3.29; 대 개 의 시 험 유형 에 대 한 수험 자들의 반응은 전 

문가의 입장이 아니므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만， 화변에 그림으로 제시되 

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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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2 대부분 수험자들은 자신이 답한 것을 언제나 수정할 수 있기를 원함을 

알수 있다. 

16. 4.67 대부분 수험자들은 자신이 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남겨두고， 다음 문항 

으로 넘어가서 풀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17. 3.49; 3.71; 3.09; 3.31; 수험자들은 이런 독해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8. 4.57; 화면에서 그대로 고쳐지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3.98; 문서편집기의 사용이 보펀화되는 요즈음， 수험자들의 typing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typing: 78%; 21. 알고 있다: 67%; 22. 알고 있다: 97% 

23. 4.89 거의 대부분의 수험자들은 시험 종료 후에 자신의 성적을 통보받기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4.58 컴퓨터의 속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PBT: 독해 시험 방식에서 눈이 너무 어른 거려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이는 컴퓨터 화면을 매우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독해 시험 

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있다 (Mazzeo & Harvey 
1988). 

CBT: 청해 시험 방식에서 그립/사진이 제시되어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CBT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진/그립을 통 

한 시각 정보가 각 Part별로 얼마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지과정과 문항별 수험 결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연구 (introspection)가 필요하다고 본다. 

26. 4.56 역시 자신이 수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7. 3.02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28. CBT: 65% CBT Tutorial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려지만， 이는 다음에 시험 
을 치를 때 부터는 불필요한 시간이므로， 결국 PBT보다 수험 시간이 짧게 

걸리는 CBT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2.78 CBT 시험을 치루는 데 별로 어려웅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3.21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본 실 

험에서는 큰 심리적 부담감 없이 시험을 치른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에， 

CBT 시험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80 

년대의 선행 연구 (Lee 1986, Honaker 1988)에서는 컴퓨터의 친숙도가 수 

험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에는 수험자들의 컴퓨터의 친숙도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우려한 것과는 달리， 본 설문조사에 응답 

한 수험자들은 거의 심리적 부담감 없이 CBT 시험을 본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90년에 들어서 컴퓨터의 활용도가 일상생활에서 가히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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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2. CommuniCAT 

Educationa1 Testing Service에 서 개발한 CBT TOEFL.외 에， 컴 퓨터 를 활용 
한 영 어 능력 평 가시 험 으로서 University of Cambridge Loca1 Examinations 
Syndicate (UCLES)에서 개발한 CommuniCAT이다. CommuniCAT은 Rasch 
IRT Model을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전산 개별적응 시험 방식 (CAT)으로 진행 
되는 시험이다. 

시 험 은 두 종류로서 , Genera1 Proficiency Test와 Quick Placement Test가 

있으며， Su야rvisor 화변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Genera1 Proficiency 
Test에서는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며， 영어 문법과， 청해， 독해력을 

측정한다. 시험 방식은 m띠tl이e-choice와 단답식으로 제시되며， 30-40분이 소요 

된다. 반면에， Quick Placement Test는 Genera1 Proficiency Test보다 다소 짧 
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학연수 과정의 분반시험의 목적으로 적절하며， 

시험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이다. 

CommuniCAT에서 사용되는 문항 유형은 총 9가지이며， 각 영역별 제시 유 

형은 다음과 같다. 단， 곤란도 수준이 낮은 시험에서는 그림/사진을 많이 활용 

한 분리식 (discrete-point) 시험 유형이 많이 제시되며， 수준이 높은 시험에서 

는 여러 문항이 통합된 청해， 독해력 측정 시험이 많이 활용된다. 수준이 낮은 

수험자들에게 제시되는 분리식 시험 성격의 문항을 통하여 얻어진 진단 평가적 

인 수험 결과 정보를 제시한다면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 

이다. 

각 언어기능별로 제시되는 시험 방식과 그에 다른 측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3.2.1. 청해 
첫째로， listen and select 시험방식은 짧은 text를 듣고， 질문과 선택지를 읽 

고 답을 고르는 유형으로서， 측정목표는 종합 이해력， 대의/요약， 추론능력이다. 

툴째로， listen and select (Graphic) 시험방식은 짧은 text를 듣고， 질문을 읽고， 
그림으로 제시된 선택지를 고르는 유형으로서， 측정 목표는 종합 이해력， 대의/ 

요약능력이다. 마지막으로， extended listening 시험방식은 다소 긴 text를 듣고， 
그 내용에 관련된 몇 개의 선다형 문항을 푸는 유형으로서， 측정 목표는 요약/ 

대의파악， 세부내용， 의사소통기능， 역할/관계， 의도 등의 파악 능력이다. 

3.2.2. 독해 
첫째로， read and select 시험 방식은 통지/공고， 도표， 상표， 메모， 편지 등의 
형식을 통한 짧은 text를 읽고， 의미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고르는 유형으로 

서， 측정 목표는 일상생활 글의 세부내용 파악능력이다. 둘째로，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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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íng 시험 방식은 다소 긴 text를 읽고， 내용에 관련된 몇 개의 문항을 푸는 

유형으로서， 측정 목표는 종합 이해력， 대의파악， 텍스트 구조， 세부 내용파악， 

추론， 의도 파악능력이다. 독해 시험에서 특기할 사항은， 다소 긴 지문을 볼 때 

에 scroll bar등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의 책 페이지 모습으로 좌우 페이지를 화 

면에 제시함으로써， 멀티미디어적인 진정성을 좀더 제고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다. 

3.2.3. 문법 규칙/어법 
첫째로， multiple-choice 시험 방식은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 

현 선택하는 문장완성 유형으로서， 측정 목표는 어휘， 연어 (collocation), 문법 

규칙， 관용적 표현/숙어， 연결사 동의 활용능력이다‘ 둘째로， multiple-choice 

modífied cIoze 시험 방식은 text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표현을 선다형 보기에 

서 골라 써넣는 유형으로서， 측정 목표는 어휘， 연어 (collocation), 어휘/문법 

규칙 이해 능력이다. 셋째로， open modífied cIoze 시험 방식은 text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표현을 직접 골라 써넣는 유형으로서， 측정 목표는 어휘， 어휘/문 

법 규칙， 응집력， 지칭 (reference) 이해 능력이다. 넷째로， sentence transforma

tion 시험 방식은 주어진 문장파 동일한 의미가 되도록 주어진 시작 표현을 활 

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으로서， 수행평가 방식의 여러 제약을 피하면서도 

문장 차원에서의 표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시험의 기법 

을 십분 활용하는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때에， c야pus linguistics의 기 

술을 토대로 한 tagging기 법을 활용하면 좀더 효율적 이 고 타당한 평가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personal communication, Jones 1999). 측정 목표는 어휘， 

문법/구문 규칙의 활용능력이다. 

UCLES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Rasch ffiT 모텔을 근거한 채점 

aIgorithm을 활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이때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일차원성 (unidimensionali ty)과 국부 독립성 Oocal independence) 이므로， 

CommuniCAT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 지문에 집단문항을 제시하는 것은 국부 독립 

성 전제 조건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H때lbleton & Swaminathan 1앉15， 뻐m

bleton, Swaminathan, & Rogers 1991), 이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는 Rasch 모델보다는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동 

시에 고려하는 2모수 ffiT 모델을 활용하여 좀더 정확도가 높은 채점 과정을 통하 

여 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TOEFL CBT과 CommuniCAT은 PBT에서 CAT으로 전환되는 과 

도기적인 시기의 시험이므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ETS에서는 궁극적으로는 PBT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지만 UCU꽁에서는 평가의 대상이지만 

또한 평가의 주체이기도한 수험자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해서， PBT와 CAT 방식 

모두를 병 행하겠다는 방침이 다 (personaI communication, l\1ilanovic 1앉: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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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IALANG: Web-8ased Test 

이제까지 살펴본 양대 국제적인 기관의 EFL 시험은， 가장 우려되는 보안 문 
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폐쇄된 수험공간에서 중앙 전산 처리 장치 (server)에 

network으로 연결된 컴퓨터 (stand a1one)상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체제이다. 이 
와 달리，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평가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 

여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웹에 토대를 둔 (Web-based) C따T가 유럽의 14개 

국이 참여한 가운데 DIALANG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3.3.1. 평가 대상 및 언어 능력기준 
평가 대상 수험 집단은 외국어를 배우는 성인들로서， 수험자 개개인이 수험 

결과를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진단하여 교육에 도움이 되는 진단 평가의 목적 

을 달성하는 시험이면서， Council of Euro야에서 설정한 언어 능력 기준을 고 
려 하여 평 가하는 domain-referenced 시 험 의 성 격 도 포함하고 있다. 시 험 의 측 

정 대상 언어능력은 어휘와 구문과 함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언 

어 기능이다. 시험 내용의 난이도는 the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Waystage (van Ek 
& Trim, 1991), Threshold (van Ek & Trim 1991)등을 토대로 시험 지침을 설 
정하고 있다. 

3.3.2. 평가 절차 

3.3.2.1. 수험자는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지시를 받는다. 평가에서 측정 

대상이 아닌 지시문은 자신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FL 시험에서 지시문을 영어대신에 모국어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3.2.2. 수험자의 외국어 능력 중에서 먼저 가용한 어휘 량을 측정하여， 

수험자의 실력 수준을 미리 확인한다. 언어에 의미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어휘이므로， 미리 어휘의 수준을 토대로 실력 수준을 미리 점검하여 그 

수준에 알맞은 시험 문항들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도 제고에 매우 바람직하다. 

3.3.2.3. 수험자는 평가의 대상 언어 요소와 기능， 즉， 듣기， 읽기， 쓰기， 
구문， 어휘 중에서 평가받을 영역을 선택한다. 

3.3.2.4 미리 점검된 어휘 수준과 함께 수험자 자신이 자신의 외국어 능 

력을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체제에서 수험자의 능력을 사전에 추정한다. 

수험자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self-rating)은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험자 자신의 능력 수준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시하 

는데는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Brindley 1989, de Jong & Stevenson 1990). 

3.3.2.5. 수험자가 선택한 언어 요소 및 기능에서 알맞은 수준의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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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 수험자에게 각 영역별로 수험 결과와 함께 진단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현재는 아직 pilot 시험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그 수험 결과가 유럽에서 외국 

어 자격 인증으로 통용이 될 전망이며， 새로운 진단 평가시험으로서 바람직한 

외국어 교육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4. 수행평가분야의 발전 방향 

의사소통능력을 지필 고사의 선다형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수행되고 있는 

과정을 관찰， 기록하여 의사소통의 표현능력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전반 

적인 타당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수행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컴퓨 

터 하드혜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전산언어학과 인지과학 

의 핵심적인 연구 분야인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21세기 

에는 별티미디어 기술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의 기존 시험 방식과 차원을 

달리하는 수행 평가 방식이 개발될 전망이다. 이에 관련하여， 음성언어 의사소 

통능력의 수행 평가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과 문자언어 의사소통능력의 수행평 

가를 위한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활용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음성 인식 기술의 활용도 

음성인식 기술은 자연언어 처리 기술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50년대부터 꾸준 

히 발전해 왔다. 현대 외국어 교육에서 음성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음성인식 기술의 외국어 교육 분야에의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으며， 90년대부터는 발음 교육에 음성인식 기술의 응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앞으로 외국어 교육 분야에 그 영향력을 급속히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Witt 1999). 외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음성언어의 의사소통능력을 대상으로 외 

국어 수행평가분야에도 음성인식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가 시작 

되고 있다 (Burstein et aI. 1999, 최인철 1998). 기대되는 수험자의 응답에 대해 

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시험 방식인 모의 구술 면접 방식 (Simulated 

OraI Proficiency Interview)에서 발음에 관한 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음성인식 

기술의 활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성인식의 역사와 음성인식의 주요변수와 

바람직한 음성 인식의 요건， 그리고 상용화된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 

해 보기로 한다. 

4.1.1. 음성 인식의 역사 
전화의 자동응답 기능이 실생활에 급격히 많이 활용되면서， 자연언어 처리 

(Natura1 Language Processing)의 분야에서 특히 80년대 말부터 음성 인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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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구문 분석 기술(parsing)과 함께 음성 인식은 

1950년부터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50년대에는 여러 연구소 (B리1， RCA, MIT) 

등에서 기초적인 음향학이나 음성학/음운론에 근거한 순수한 연구 목적의 초보 

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음성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점차 구체화되었 

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이전 

까지는 독립된 단어의 음성인지 수준이었으나， 구소련에서는 연결 단어 인식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구소련과 일본， 미국에서 주도한 기본 연구 

를 토대로 하여， 고립단어 인식과 이산적인 (discrete) 발성의 인식기술이 활용 

가능해졌다. 또한， IBM이 간단한 메모를 받아 적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비서의 

문서작업 등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AT&T와 Bell 실험실에서 

는 화자 독립 ( speaker-independent)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 

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단어들의 변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패턴을 결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1980년대부터 70년대 이전의 연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연구가 시도됨에 

따라서， 음성인식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즉， 기 

존의 연구와 달리 독립 단어 인식에 만족하지 않고 연결 단어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패턴 매칭이나 템플릿 방식의 접근 방식에서 은닉 마코프 모델 

(돼dden Markov Model: HMM)과 같은 확률적 방법으로 기 술의 획 기 적 인 변 

화를 가져왔다 (Rabiner 1989). 따라서 요즈음은 거의 모든 음성 인식기에서 

실용도가 매우 높은 HMM을 채택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음성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컴퓨터보조 언어학습에 응용되어， 특히 발음교육에 실질적 

인 큰 도움을 주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까지 개발된 음성인식기는 모두 원 

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기술이지만， 외국어 학습자 즉 비원어민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교육에 응용이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는 음성 인식기 개발이 되는 등 최근에 들어와 많은 발전을 보 

게 되었다 (Witt & Young 1997a, 1997b, Witt 1999). 이런 상황에서 교육보다 

더 정확성을 요구하는 외국어 발음의 평가를 위해서는 더욱더 정확한 기술 개 

발이 요구되므로， 앞으로도 이 분야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1.2. 주요 고려사항 
음성 언어는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과 언어의 애매성 때문에 고도의 인간 뇌 

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지과정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을 갖 

추지 못한 현재의 컴퓨터로서는 아직도 인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 

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처리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소프트웨 

어의 발달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컴퓨터의 음성 

인식 기능의 고급화가 점차 실현 가능해 지고 있다.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의 실 

현화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Al1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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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자 종속/독립성 (Speaker In/Dependent)이 주요 요소이다. 단일 화자 

의 음성만 인식하는 화자 종속적인 인식기는 화자 독립적인 인식기에 비해서 

인식 성능이 뛰어나다. 받아쓰기 기능을 위해서는 화자 종속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다양한 발음과 음색을 지닌 수험자를 상대해야하는 언어 평가 기 

능을 위해서는 화자 독립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둘째로， 어휘의 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어휘의 크기에 따라서 음성인식의 어 

려움은 대수적으로 증가한다. 전화 번호 등의 숫자음을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소용량 어휘 인식 시스템을，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중간용량 어휘 인식 시스템 

을， 다양한 상엽적 목적을 위해서는 대용량 어휘 인식 시스템을 사용한다. 다양 

한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 기능을 포괄하는 음성언어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어휘 인식 시스템이 필수 요건이다. 

셋째로， 음성 인식 방법을 고려해야하는데， 고립단어 인식， 연속음성 인식， 연 

결단어 인식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고립 단어 인식은 단어 사이에 충분한 

휴지를 주면서， 명료하게 (artículate) 발성한 후， 이를 학습시켜 인식에 사용하 

는 방법이다. 인식률이 매우 좋으며， 제한된 단어의 명령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둘째로， 연속 음성 인식은 자연스럽게 연음하여 발성한 음성을 인식 

하는 방법이다. 단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단어 연결되는 과정 (co-artícu

lation) 에서 특별한 연음 현상 (sandhi: Brown 1977)이 발생하므로， 인식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소용량 어휘 시스템에서의 연속 음성 인식을 일 

반적으로 연결 단어 인식이라고 한다. 타당한 구술 능력 평가 방식을 통해서 얻 

어진 음성의 인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연속 음성 인식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넷째로， 어휘의 애매성이 주요 요소인데， 동음이의 현상 때문에 음성 인식에 

많은 어려웅을 겪게된다. 더욱이， 이상적인 발음의 모국어 사용자가 아닌 외국 

인에 의한 발음의 애매성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외에， 문맥， 음 

향학적 변이， 화자 내부 (intra-speaker) 변이， 화자간 (inter-speaker) 변이 퉁 

4가지의 변수가 작용하여 음성인식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Clark & Ya1lop 

1995). 의사소통 상황을 잘 반영하는 모의 구술 능력 평가 방식으로 회화 능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최소한 4가지의 다차원적인 변수를 동시에 고려 

해야하므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음성인식 기술의 언어 평가 분야의 적 

극적인 활용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4.1.3. 말하기 능력 평가 예 
음성인식기를 활용하여 전화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로 

서 PhonePass 라는 시험이 있으며， 시혐의 내용 구성과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onePass 1999). 

4.1.3.1. 시험 구성 및 채점 

전화 대화로 진행되는 PhonePass의 시험은 총 5개의 부분으로서， 58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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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 되 어 있다.5개 부분은 l) P따t A: 소리 내 어 읽 기 (reac!ing a1oud: 8 

개 문항)， 2) E없t B: 문장 반복하기 (repeating sentences: 167ß 문항)， 3) Part 
c: 반의 어 말하기 (saying opposite words: 16개 문항)， 4) Part D: 질문에 간단 
한 답 말하기 (giving short answers to questions: 167ß 문항)， 5) Part E: 주 
관식 질문에 답하기 (responc!ing to open questions: 2개 문항)로 구성 되 어 있 

다. Part A는 시험지에 인쇄된 문장들 중에 시험에서 지정되는 문장을 읽도록 
되어있으며， P따t B부터 Part E까지는， 모두 목소리로 진행된다.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이 다 -- 1) 어 휘 듣기 (Listening Vocab띠ary)， 2) 반복 정 확 

성 (Repeat Accuracy), 3) 발음 (Reciting/Pronunciation), 4) 읽 기 유창성 

(Reac!ing Fluency), 5) 반복 유창성 (Repeat Fluency), 6) 기 계 총점 (Phone

Pass Overall), 7) 채점자 평가 총점 (Human Overa11). 

4.1.3.2. 평가 과정 
PhonePass에서 활용하는 음성 음성인식 평가 시스템은 음성 분석 (a1ign

ment) , 웅답의 평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HMM 이론에 근 
거하여 음향학적 모델， 발음 사전， 그리고 기대된 응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 

동된다. 기본적인 채점 과정은 응답이 맞거나 틀린 정도를 분석하고 난 후， 음 

향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Part A에서는 각 응답이 인식되고 분류된다. Part B에서는， 단어의 삽입， 삭 
제， 대체 정도에 따라서 접수가 계산되며， 문항별 점수를 더해서 최종 점수가 

계산된다. 통일한 기계적인 방법과 원어민 화자 평가자의 평가를 통해서， P따t 

C와 D에서 각 문항에 대한 웅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청해 어휘 점수를 

계산한다. Part A와 B에서는， 웅답이 완전한 구나 문장이므로， 웅답의 정확도 
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의 언어학적 단위인 음소， 음절， 어휘 등의 음향적 속성 

까지 고려하여， 기초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이런 음향적 속성의 기초 평가 자 

료는， 사람의 평가와 차이를 최소화시키려는 함수의 과정을 거쳐서， 세 가지 평 

가 요소， 즉， 독해 유창성， 발음， 반복 유창성으로 분류하여 2점부터 8점까지의 

점수를 주는데 근거가 된다. 전반적인 최종 동급은 다섯 가지 영역 평가 점수 

의 영역별 가중치 계산을 거쳐서 결정된다. 

4.1.3.3. 타당성 

언어테스팅 분야에서는 시험의 내용 및 구성에 근거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학 

술지를 통한 검증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수행 평가에 첨단 자연언어처리 

기술인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로 문장 수준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읽거나 단어나 구의 수준에서 수험자가 

웅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음성인식기를 사용하여 채점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수험자의 주관적인 답을 유도하여 전문가 평가자가 채점하는 

방식인 P따tE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식은 다소 단순한 차원의 시험 방식 

을 통하여 발화를 유도함으로써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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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하기 능력은 초보적인 말하기 능력 (소리내어 읽기) 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유도되는 자유스러운 발화 (spontaneous speech)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진정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하는 더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7가지의 평가 요소는 현재 언어테스탱 분야에서 인정되 

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요소의 이론적 모댈 (Bachman 1앉lO)과 거리가 먼 것이 

중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 

로 전화 대화를 통하여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처리 문제 

는 평가 전반의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자연스러 

운 의사소통 상황의 모의 구현 (simulation)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까운 장 

래에 컴퓨터가 사람의 음성언어 표현능력을 타당한 시험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불가능해 보인다. 

4.1.4. 발전 방향 
음성인식 기술은 면대연 (face to face) 방식의 면접 방식보다는 여러 변수를 

통제하기 쉬 운 구술 모의 구술 연접 (Sim띠ated or머 Proficiency Interview: 

SOPI; Stansfield & Kenyon 1992) 방식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모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SOPI방식의 평가가 면접관과 수험자간의 구술 연접 방식의 평가 

에서 얻을 수 있는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최인철 1998). 타당한 시험 방식이 개발된 후에 어떤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를 측정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음성인식 기술의 응용 가능한 평가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발음 속도와 휴지 (pause)등의 정보를 고 

려하여 유창성 요소를 평가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음성 인식 기술의 말하기 수행평가 분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유능한 원어민 평가자의 부족 때문에 초래훨 수 있는 평가의 

신뢰성 및 실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음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최첨단 음성 

인식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 (최인철 1999)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 

약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경 소음을 

배제하는 녹음 시설이 필수 조건이며，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음성인 

식 프로그램이 화자 독립적인 상황에서 외국어 화자가 발화하는 불완전한 발음 

과 구조의 문장을 토대로 발음을 평가하는데는 아직 한계가 많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현재의 음성인식기에서 발음 속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제약점은 자연 

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해야하는 고급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반 

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모든 분야에서 급진적인 발전이 기 

대되므로， 음성 인식 기술을 언어테스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전문가 모률， 학습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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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교수 모률 등을 연계한 전산 기술의 응용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ICALL 

(InteI1igent Compute Assisted Language Leaming)분야의 발전에 힘입어서， 모 

의 의사소통 상황을 구현하는 기법 (simulation)을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한 다양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Hamburger 1995, Henry et a1. 1987, Larson 

1996). 이런 기술은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므로， 아직까지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먼 simulation 기법에 

그치고 있다. 언어평가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제약이 많은 이런 ICALL의 기술 

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의 컴퓨터 보조 수행평가 (computer

assisted performance test)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 차원 더 높 

게 발전한 시험방식으로서 지능형 컴퓨터 개별적응 수행평가 (ICALPT: 

intel1igent computer-adaptive Language perrormance test)방식 개 발에 대 한 

연구와 타당성 검증 연구가 미래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분야의 중요 연구 과제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자연언어처리 기술 활용도 

표현능력의 수행 평가 분야에서 음성 인식기술과 아울러 음성언어에서뿐만 

아니라 문자언어의 구문 분석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 자연언어처리 기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언어처리는 컴퓨터 분야와 언어학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진보를 보게 되었으며， 기계 번역 (machine translation) ,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처리 (Halvorsen 1997), Corpus 언어학 

을 응용한 언어교육 (Brierley 1991, Smith & Hipp 1994) 등 많은 분야에서 활 

용도가 매우 높으나， 아직 언어능력 평가 분야에까지 활용되기에는 자연언어처 

리 기술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초보단계의 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 평가는 통제작문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고차원적인 전반적인 쓰기 능력은 자유작문 방식으로밖에 측정할 수 없다. 물 

론， 우리 나라와 같은 EFL 상황의 중급단계 이하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쓰기 능력 평가는 고난이도 시험 방식인 자유 작문이 타당할 수 없으므로， 중 

급 실력 이하 수준의 쓰기 능력에 적절한 평가 방식의 개발 연구도 매우 시급 

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 작문 방식을 토대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쓰 

기 능력의 수행평가 분야에 국한하여 자연언어처리기술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 

고자， 먼저 자연언어처리 발전의 역사를 개괄하고， 현재의 활용되고 있는 예를 

살펴 보고자한다. 

4.2.1. 자연언어처리의 역사 
자연언어처리는 주로 실용적인 목적인 기계 번역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 

발전 역사를 시대별로 크게 40년부터 90년대 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Jones 1994). 우선， 4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까지는 단어수준의 번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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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서， 구문에만 치중하여 의미론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함으로써 

자연언어의 구성 및 기능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이다. 1940년대 

말에 미국 록펠러 재단에 의한 자동번역에 관한 연구로부터 컴퓨터의 계산기의 

기능을 넘어서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인식되었다. 1957년 러시아 

의 Sputnik 우주계획이 성공하자 러시아 과학기술 정보문서에 대한 신속한 번 

역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영어-일어간 번역작업을 국책사업으로 시작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연구는 의미 및 화용적인 양상을 간과한 상태에서， 단 

어대 단어를 대체하는 차원 낮은 수준의 자동 번역이었다. 

1960년대 초에 들어서 자동번역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연구 (Bar-Hillel 1960) 

가 발표됨에 따라서 관련 연구가 거의 중단이 되었으며， 언어학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Dartmouth대학의 연구진의 논리와 목 

록 개 념 간의 관계 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LISP (List Processing)가 개 발되 었 

다. 언어의 구성요소를 목록으로 간주하고， 그 구성요소간의 논리를 다루기에 

적절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됨에 따라서 자연언어처리에 새로운 지평 

을 열게 되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는 제 2시대로서 의미론 (semantic network등) 

과 세상 배경지식 (world knowledge, schemata)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언 

어의 기능의 중요성， 비언어적 지식과 추론의 역할을 강조하여 인공 지능 

(빠ificial intelligence)의 분야가 개척된 시대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 (LISP, 단olog) 활용등 소프트워l 

어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대표적인 예로서 물체이동 (block 

movement)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SHRDLU (Winograd, 1972)의 개발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또한， 자연언어 자동처리의 모텔에 기반이 되는 여러 이론， 즉， 

부가전 이 망이 론 (Augmented Transition Networks) , 어 휘 -기 능 문볍 (Lexical

Functiona1 Grammar) , 일 반구조문볍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 

핵심어 중심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동의 등장 

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는 제3시대로서， 형식문법 퉁 문법-논려 

(grammatico-logica1 theory)의 이론분야에서의 발전이 돋보이는 시대이다. 70 

년대에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예컨대， 의사소통 목적， discourse 구성， 

언어 생성 등의 문제를 재도전하는 시대로서， 기계번역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쏠리기 시작했다. 유럽공동체는 회원 국가의 다양한 언어간 번역/통역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1970년대 후반에 자동번역시스템 (예: Systran (영-불판)， 영-이 

태리어판)을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의 번역/통역 

이 요구되는 유럽에서 다국어 적용이 가능하도록 EUROTRA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의미론과 화용론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론적 모델 

령과 표준사전류의 개발 등 데이터베이스가 어려웠으며， 하드웨어적으로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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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의 기억 용량 등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웅을 겪었다. 

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제4시대로서， 인지과학의 근간이 되는 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처리가 가능해짐 

으로써， 텍스트 corpora를 토대로 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lexicon 

개발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이다 (G여frey & Zampo11i 1997).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유럽공동체에서는 인공지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조건인 대용량의 정 

보처리 능력 (40-50억회/초)을 갖춘 제 5세대 초고속 대형 컴퓨터 개발을 추진 

해 오고 있다. 하드웨어에서도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보 처리 속도와 

용량 변에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발전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의 발전도 자연언어처 

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2.2. 제약점 

규칙성을 갖춘 자연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전산 공학적인 급속한 발전 

과는 달리， 언어학적 이론의 급속한 발전은 규칙성과 변이성을 동시에 갖춘 언 

어의 내재적 속성 때문에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비교적 짧은 학문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에 자연언어처리 분야가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 

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재적으로 애매한 속성과 복잡한 의미론/화용론적 

인 양상을 지닌 자연언어를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아직 

까지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현재의 자연언어 처리 기술은 화용적 변수 (화자/ 

필자의 의사소통 목적이나 신념， 문맥/상황 등)나， 의미론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문의 복잡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마도， 완벽한 인공지능 

이 개발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이해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모조품인 인공지능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또한 인간 

처럼 학습 욕구를 갖춘 생명력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컴퓨터의 완벽한 자연언어 처리 능력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연언어 기술의 목표 수준을 좀더 낮게 설정하여서 애매성 등의 의미적 문 

제나 중의적인 구문들의 문제들을 배제한 단순한 구문의 처리에서도， 현재의 

parsing 기술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parsing기술을 자신 

한다고 주장하는 Ergo-Ling의 parser에도 단순한 문장을 처리 못하는 등 신뢰 

성에 많은 문제점이 Edinburgh의 자연언어처리 website에서 밝혀졌다 

(Edinburgh Language Technology Group 1999). 현 재 의 parsing 기 술은 구문 

수준에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기 능력의 평가 대상 요소 중 구문 

을 포함하여 명 제 적 분석 을 통한 수사법 적 구성 (rhetorical organization, 

coherence) 평가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평가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 

신뢰도를 고려해 볼 때에， 항내성 (robustness)에 다소 문제가 있는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어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한 통계적인 접근 

방법을 복합적으로 (hybrid)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이 현재의 제약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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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ing 기술 수준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4.2.3. 쓰기 능력 평가 예 
아직까지 제약이 많은 자연언어 처리의 현재 기술을 자유작문 방식의 수행평 

가에 도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타당도가 검증된 시험 방식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가용한 자연언어의 최첨단 기술을 수행평가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유일한 시도로서 ETS에서 개발한 e-rater (electronic essay rater)를 들 
수 있다. GMAT의 쓰기 시험에서 e-rater와 전문 평가자간에 .8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전문 평가자간의 상관관계와 필적하는 높은 수치이다 

(Burstein et aI. 1998). 물론， 수험자가 표현한 문자언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평 
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평가의 내채적인 타당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진정한 

쓰기능력의 평가가 될 수 없다는 평가 전문가의 지적도 있으나 (personaI 

communication, Milanovic 1999), 수행평가의 객관성 및 실용성의 제고에 기여 
함으로써 e-rater의 활용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수 

행평가 분야에서 자연언어기술의 웅용분야에 참고가 될 수 있는 e-rater의 개 

발에 대한 정확한 알로리즘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전문 평가자가 평가시에 고려하는 사항들 (예: 구문， 수사법적 구성 특정， 명 

제적 (topicaI) 요소의 다양성， 구문의 다양성 및 복잡성 등)을 e-rater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텍스트 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문제/설명 

(issue)과 주장/논설 (argument)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GMAT의 문제 

에 대한 쓰기에서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자신이 취하는 입장의 이유와 예 

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장 쓰기에서는， 합리적인 논증으로 독자에게 설 

득력 있는 주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설명이나 주장/논설에 관한 내용은 

GMAT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TOEFL의 쓰기 평가에 관련된 소재 분석에 관해 

서는 보고된 내용은 없다. 

글이 내용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법 

적 구성상 논점/논리 구조 (argument structure)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 
점/논리 구조는 문단 구조와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에， 수 

사적 관계 (rhetorical relations)와 웅집 관계 (coherence relations)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문장 구조 등을 통해 수사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사 

실 (Q띠rk et 외. 1985, Knott 1996, Vander Linden & Martin 1995)에 근거 하여 
e-rater에서는 글의 내용을 논점/논리 구조로 해부할 수 있는 APA (argument 

partitioning and annotation)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e-rater의 APA 알고리즘 
을 통해서 얼마나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는가 하는 것이 평가 시스템의 타당한 

운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언어평가 도구가 존재할 수 없 

듯이， 이런 언어 corpus에 근거한 기술도 완벽한 수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 

에， 텍스트 분석의 이론과 전산 언어학의 통합적 접근방법， 즉， 언어학적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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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확률적인 통계기법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APA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시도와 검증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rater는 전반적으로 사용된 어휘의 내용 (EssayContent)과 논점/논리 구조 

의 단위에 λ}용된 어휘의 내용 (ArgContent)을 근거로 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하여， 1-6단계 수준의 모델이 되는 글의 내용과 평가 대상인 글의 내용을 명 

제적으로 상호 비교한다. EssayContent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접수 

단계별로 계산된 어휘의 빈도수로 구성된 Supervector를 이용하며， ArgContent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점수 단계별로 계산된 가중치가 주어진 어휘의 

빈도수로 구성된 Supervector를 활용한다. 구문， 수사적， 명제적 내용 분석의 

결과 60개 이상의 중요 변수를 도출한 후， 전문가가 평가한 채점의 내용과 비 

교함으로써， e-rater를 새롭게 훈련시키고， 회귀분석기법으로 각 변수의 상대 

중요도를 평가한다. 이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e-rater로 채점된 결과는 

전문가 채점 결과와 보완되면서 수험자의 최종 채점 결과로 보고된다. e-rater 

의 채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 

므로， 전반적인 평가 과정의 객관적인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4.2.4. 발전 방향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수험자 집단의 실력별로 e-rater와 전문가 채점 

결과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 요소 중 주 

로 어휘의 통계적 속성을 근거로 이독성 (readability)을 나타내는 Fog indext.t 
Flesh index가 다소 어려운 시험 내용의 난이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지 

적한 연구 (Choi 1994)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글의 명제적인 면 

보다 어휘 및 구문의 빈도수나 숫자적 분석 차원의 정보가 e-rater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e-rater의 수사적 구성 차원의 

정보가 구문의 정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타당한 수행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쓰기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진단 평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 중에 명제적인 내용 

과 텍스트 구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이런 분야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산 언어학적 채점 방식이 쓰기 교육과 평가에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 

는 EFL 상황에 적합한 수행평가의 채점 방식을 포함한 시험 방식 양상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차원적인 의사소통 표현능력을 평가하 

는데 적절한 통계적 분석 기법 (FACETS, P ARSCALE, MUL TILOG, 

NOHARM등)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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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최신의 응용 언어학과 평가/통계 이론 (Bachman & Eignor 1997)및 최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조화로운 접목을 시도하는 

언어테스팅 분야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큰 두 가 

지 발전 분야는， CAT/CBT의 개발과 전산 언어학기술을 웅용한 수행평가의 채 

점 자동화로 볼 수 있다. 

우선， EFL로서의 영어시험인 CBT TOEFL과 CommuniCAT, 진단 평가 목 

적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Web-based CAL T를 지향하는 DIALANG의 예를 통 
해서 보는 바와 같이， 최첨단의 컴퓨터 공학 기술과 평가/통계 이론을 바탕으 

로 발전을 이룩한 CAT/CBT의 시험 방식은 언어테스탱 분야에도 이미 활용이 

되어서 CAL T (Computer Adaptive Language Testing)라는 고유한 평가 영역 
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술과 의사소통 상황의 모의 구현 

(simu1ation) 기법을 근거로 한 지능형 컴퓨터보조 언어 학습 (ICALL)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전됨에 따라서， 입체적인 시험 방식이 수험 결과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보다 타당한 시험 방식의 개발 그리고 IRT이론에 근거한 보다 

정확한 채점 알고리즘 개발 등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시 

험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시험 방식 양상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다 타당한 평가 도구로서의 역 할을 다하도록 CAT/CBT에 걸맞는 타당도 검 

증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행평가 분야에의 전산 언어학 분야의 공헌이 특기할 만하다. 

전산 언어학 및 관련 인접 학문간의 연구로 인해서， 음성 인식 기술과 자연언 

어처리 기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분야의 기술 발전 

은 특히 표현기능의 수행 평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살아 

었는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행 평가의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고려해 볼 때에，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 음성언어 인식 기술은 자동 전화 응답 및 받아쓰기 등에 실 

용화 될 만큼 급속한 발전을 거두고 었으나 다차원적이며 변화무쌍한 음성언 

어의 내재적 속성과 말하기 평가의 시험방식양상의 다양한 변수 (평가 방식， 

평가 요소， 채점자， 수험자 등)，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평가의 속성 

때문에， 말하기 수행 평가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국제 평가 기관에서 실용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특히， 쓰기 평가 분야에 자연언어처리 기술과 

통계 기법의 옹용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e-rater에 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언어처리기술등의 전산 언어학적 통창력과， 이를 보완하 

는 corpus 언어학에 근거한 통계/확률 분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수행평가의 

난제였던 신뢰성과 실용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진단 

평가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같은 EFL 학습자들의 취약 분야인 

쓰기 교육 현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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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기술과 고도의 평가 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 CAT/CBT는 의 

사소통능력의 언어적 요소와 이해기능 (듣기， 읽기)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 

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산 언 

어학과 컴퓨터 인접 공학 그리고 통계적 분석 기법의 조화로운 협력 연구에 

근거한 음성인식 기술과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고 실 

용성이 제고된 표현 기능 (쓰기， 말하기)의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 

망이다. 이처럼， 끝없이 발전해 나아가는 컴퓨터 공학 기술과 전산 언어학 이론 

및 평가/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웅용언어학의 모든 지혜를 집약하는 언어테스 

탱 분야의 연구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언어평가의 지평을 열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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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Testing in the 21st Century: 

Prospects of Computer Adaptive Testing 

and Performance Testing 

lnn-Chull Choi 

With the advent of the new ITÙllenium,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be 
equipped with go여 communication skills to interact successfully with 
‘gIoba1 viIlagers. ’ As the need to acquire foreign Ianguage skiIIs is ever
growing on the part of socieψ as a whole as weII as individua1s, so is the 
cha1Ienge the discipline of language tes디ng is to meet. In order to 1∞tk to 
the future, Ianguage testing, as a frontier of applied linguistics, has been 
actively incorporating state-of-the-없 multim어ia technology and measure
ment theories into new testing methods and scoring schernes, resulting in 
cornputer adaptive/based Ianguage testing (CAL T). 

This sophisticated computer technology was made possible by interdis
ciplinary research among such major fields of cognitive science as com
putationa1 linguistics, computer science, and psychology. Among the most 
noteworthy technology are natura1 Ianguage processing and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both of which have a great potentia1 to empower commu
띠cative performance tes디ng (focused on production skiIIs) by enhancing 
practica1파 and reliability. At this juncture,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overview the current developments of Ianguage testing and to explore its 
future prospects in terms of applicabiIity of sophisticated computer tech
nology in developing rnore va1id rneasurernent tooIs based on new test 
methods and scoring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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