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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ís study analyzes the validíty of the tasks in Test of Oral Proficiency 
(TOP) and Test of Writing Proficiency (TWP) as means of evaluating 
advanced-Ievel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in a nation-wide 
암1밍ish contest. For this purpos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tasks are statistically valid 
except for Task 1 (Answering simple questions) for Group II (who have 
stayed overseas longer than one year). The examination of students' 
recorded responses for TOP reveals how differently Groups 1 and II 
responded to the tasks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ask qu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for TOP, the current format be 
maintained for Group 1 (who have stayed overseas shorter than one year). 
For Group U, however, a modified use of TOP or its replacement with 
interviews is recommended. For TWP, since Task 1 (Summary) and IV 
(Free writing) among the four tasks are very effective to measure 
students' wríting proficiency, we recommend to use these two tasks alone 
instead of using all four of the tasks. We also suggest that a thorough 
training and detailed guidelines be provided for r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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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폰 

최근에 들어 수시 모집과 같은 변화된 입시정책의 영향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영어 경시대회가 급증하고 있다. 영어 경시대회를 주최하 

는 기관도 대학， 사설 기관， 학회 등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입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과업들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시대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이 논문에 자문과 도웅이 되는 제안을 해주신 
섬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논문 수정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 반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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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응시자들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주고 자유롭게 에 

셰이를 쓰게 하는 자유작문(free writing) 과업 하나만을 부과하는데 반해， 또 어 
떤 경시 대회에서는 영어로 된 긴 글을 주고 요약(summary)을 하게 하거나 어 

떤 현상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 것을 분석 조합하여 영어로 말하게 하는 정보 전 

이(information transfer) 과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영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 

는 영어 경시대회에서， 과연 어떠한 유형의 과업이 이들의 영어능력을 가장 효율 

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과업 적절성 검증에 관한 사전 연구가 별로 없 

이， 이러한 과업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 작문 하나만으로 

두 영어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충분히 변별할 수 였다변， 

굳이 또 다른 유형의 과업을 함께 부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반대로， 두 가 

지의 다른 유형의 과업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한가지의 과업만을 부과하는 것보 

다 더 정확하게 참가자들의 영어능력을 변별해 낼 수 있다는 검증 결과가 있다면 

시간과 인력이 좀더 들더라도 그렇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전혀 없었다. 

영어 경시 대회의 과업 분석에 관련된 유일한 논문은 최연희(2000)의 논문인 

데， 그녀는 과엽의 유형 (free writing vs. information transfer)에 따라 학생들 
의 작문이 단어 선택， 특정 단어의 빈도수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는 작문의 영역 

에만 한정이 되어있고， 구술언어능력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과업들의 변 

별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 

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영 

어 경시대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기와 쓰기의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과업들 중에서 어떤 과업들이 웅시자들의 영어능력을 가장 효율적 

으로 변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는 고동학생 대상의 전국 언어 경시 대회 

는， 1999년에 처음 시작되어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2001년에 와서는 영어 부문 

에 있어，1) 본선에 진출한 학생만도 G1 (1년 미만 해외거주) 그룹에 116명， G2 
(1년 이상 해외 거주) 그룹에 58명이 선발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이러한 경 

시대회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 

1) 영어 경시대회의 본선 진출의 여부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된 TEPS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때01 
년도 언어경시대회 영어 부분의 본선 진출자의 TEPS 성적은 해외 체류 기간이 l년 미만인 G1의 경 
우에는 839점이었고， 해외 체류 기간의 1년 이상인 G2의 경우에는 945점이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 
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TEPS 839점， 945점은 각각 TO맘'L 607, 641점， TO밍C 895, 990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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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대학에서 경시대회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 

험 도구로 사용되고있는2) Test of Oral Proficiency (TOP)와 Test of Writing 
Proficiency (TWP)의 과업별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여 검증해보고， 개선 여부 및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구술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TOP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들려주는 문장을 따라 말하기”，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문장 만들기 “그럼보고 

이야기 만들기”， “주어진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발표하듯 말하기”， “일상적 주제 

에 대해 말하기”의 6개의 다양한 과업으로 구성 되어있고， 발음， 유창성， 어법 능 

력， 담화 구성력， 사회문화적 능력， 전반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향목이 있 

다. 그러나 이는 본래 경시대회용으로 개발된 시험이 아니라， 일반 영어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 (최 인철 1998, 2000)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는 것에서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몇몇 과업들은 대부분 상당한 영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경시대회 출전자들의 능력을 변별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있다. 

실제로 그 동안 경시대회의 채점자들 사이에서는 위에 제시된 TOP의 과업 중 

에서 어떤 과업들은 영어 능숙도가 높은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을 잘 

변별하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어왔다. 예를 들어， TOP의 첫 번째， 두 

번째 과업인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와 “주어진 문장을 따라 말하기”는 대부분의 

수험자간의 능력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험자간의 점수차이를 벌리기 

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권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로 구성된 G2 집단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첨예하게 드러난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향후 경시대회에서는 수상자/ 

비수상자간의 능력을 잘 변별하지 못하는 과업들을 삭제하고 변별력 이 높은 과업 

들만으로 수험자들을 평가하여 수험 시간을 줄이고 채점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WP는， “요약하기，” “번역하기 “서신 쓰기 “자유작문”의 4가지 유형의 과 

업이 있고， 맞춤법， 문법 능력， 문단 구성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내용 의미성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TWP는 TOP만몸 변별력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만， 경시대회 참여자라는 특수 집단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만큼， 각 집단 별로 과 

연 어떤 과업에서 학생들의 능력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향후 경시대회 시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만약 G2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TWP 과업 중에서 가장 사고력을 많이 요구 
하는 “자유작문”에서 능력 차가 두드러지고， 단순히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서신쓰기”에서는 그 능력 차가 거의 없다면， 앞으로 경시대회에서는 

2) TOP와 TWP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된 말하기， 쓰기능력 검정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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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쓰기”와 같은 과업은 지양하고， 수험자간의 능력을 가장 쉽게 변별해낼 수 

있는 “자유 착문”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수험자의 

능력을 변별한다는 장점을 지닐 뿐 아니라， TOP와 마찬가지로 수험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다른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과업별 변별력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본 연구 

는 또한 수사 모집 입학 자료에도 반영이 되는 경시 대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평 

가의 영역을 넓히는 문제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수험자들의 영어 능력 측 

정에 있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뻐s， 이하 BICS)과 인지/사고 능력 (Q聊itive Academíc 니맹뻐ge Proficiency, 

이하 CALP) (Cummings, 1984)의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야할 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즉， 영어 경시대회의 목적이 

단순히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어 수상하는 것 이외에， 그 결과를 

입시의 자료로도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측정 도구들은 BICS뿐만이 아니 

라 CALP까지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TOP와 TWP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또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존 경시대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우선 과업별 변별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여 기존의 TOP와 

TWP의 과업들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음은 정량적 

인 분석 결과 좀더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TOP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 및 

G1/G2의 접수 분포 비교를 실시하여， 이미 정량적인 분석에서 제시된 개선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업별로 구체적인 개 

선책 및 G1과 G2 그룹간의 평가 방법의 차별화 여부， 그 방향 등을 제안할 것이 
다. 개선 방향 모색과 그룹별 평가 방법의 차별화의 한 방법으로는， lab실에서 녹 

취 형식으로 시행되는 현재의 모의 면접 방식 (Simulated Oral Proficiency 
Interview)의 장단점과 직접 변접 방식 (Oral Proficiency Interview)으로 전환 

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고려해보고，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 

2001년도 영어경시 대회에는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G1 집단에 해당되 
는 학생이 모두 116명이었고，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G2 집단에 속하는 학 
생은 모두 58명이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녹음기 중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Gl 집단에 응시한 학생들의 녹음 테이프중의 일부가 녹음이 되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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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G1 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말하기 부분만 재시험을 보았다. 116명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재시험에 응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TOP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112 

명이였다. 이 중에서 각 집단 별로 절반이 넘는 수의 학생들이 대상， 금상， 은상 

빛 동상을 받았다. Gl 집단에서 수상을 한 학생은 모두 62명이었고， G2 집단에서 

수상을 한 학생은 모두 31명이었다. 

채점은 그 대학의 영문과의 전임교수와 외국인/내국인 초빙교수， 언어교육원 

전임연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3명(내국인 2병， 외국인 1병)이 한 팀이 되어 

한 학생의 말하기 혹은 쓰기 시험지를 채접하였다. 말하기 시험은 과업 I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가 3점， 과업 11 “들려주는 문장을 따라 말하기”가 6점， 과업 III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 문장 만들기”가 10점， 과업 IV “그림보고 이야기 만들기” 

가 23점， 과업 V “주어진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발표하듯 말하기”가 27점， 과업 

VI “일상적 주제에 대해 말하기”가 31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이었으며， 쓰기 시 

험은 과업 1 "영어요약”이 20점， 과업 11 "영어번역”이 30점， 과업 III"서신쓰기”가 
50점， 과업 IV "자유작문”이 100점으로 모두 200점 만점이었다. 수상자의 결정은 

말하기 100점， 쓰기 200점， 예선성적(TEPS 성적을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00점을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경시대회 자료는 경시대회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입수하였다. 

3.2. 자료분석방법 

우선 2001년도에 영어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TOP와 TWP의 성적을 자 

료로 하여， 각 집단별로 각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과업이 수상자/비수상자를 가 

장 잘 변별하고， 어떤 유형의 과업이 가장 변별력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sampled t test를 실시했다. TOP 시험에서는 모두 6개의 과업에 

대해 6번의 independent sampled t test가 수행되었고， TWP 시험에는 모두 4 

개의 과업에 대해 4번의 independent sampled t test를 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로 각 시험에서 수상자/비수상자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과업)의 조합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 

는 SPSS Win 10.0 Version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별력이 강한 과업들과 상대 

적으로 약한 과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좀더 정성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G1과 G2 그룹의 상위접수군과 하위접수군에서 무작위로 10명씩을 골라서 TOP 

답안을 전시{ transcribing)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와 기존 채 

점자들의 문제제기에서， TOP의 개선이 좀더 시급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데， 앞 

으로의 문제 출제 방향 및 과업 형식의 개선을 위해 답안의 언어적인 특성과 내 

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G1과 G2의 TOP 점수 분포를 비교하 

여 Gl과 G2의 측정 도구를 차별화하는 방향 및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 

한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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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몇 논의 

4.1. 과업별 변별력에 대한 TOP/TWP의 정량적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우선 TOP와 TWP에 쓰이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과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상자/비수상자 집단을 변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시대회에 사용되어온 TOP와 

TWP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없었으며， 단지 채접자들의 경험에 의존 

하여 특정 과업들의 효율성이나 변별력에 대해 추정해 왔을 따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수험자 집단별 (G1 vs. G2)로 말하기， 쓰기 시험의 과업별 수상자/ 
비수상자 간의 변별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의 과업을 어떻게 조합 

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상자와 비수상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도 logistic regression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앞 
으로 영어 경시대회에 TOP, TWP가 계속 사용될 경우， 각 시험에 어떤 유형의 

과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s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언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며， 본 대학 외의 

다른 경시대회에서도 과연 어떤 유형의 과업들이 영어경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들의 영어능력을 가장 잘 변별해줄 것인가에 대한 지침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4.1.1. 말하기 시험(TOP)의 과업별 변별력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각 집단별로 말하기 시험인 TOP 시험에 속한 과업들의 변별력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4.1.1.1. G1 집 단 
표 1 - 표 6은 말하기 시험의 6개 과엽 각각의 수상자/비수상자간의 평균을 비 
교한 t 검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첫 번째 과업인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는 

인사말，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 학년，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 시험을 보는 이 

유를 묻는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에 따르면， 이 과업에서 수상자 집 

단은 3점 만점에 평균 2.91점을 얻었고， 비수상자 집단은 2.88점을 얻었다. 표면적 

으로 두 평균의 차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두 평균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해주는 

t 분석 결과는 두 집단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024). 다시 말해， 과업 I은 수상자와 비수상자 집단의 능력을 변별해 줄 수 있 

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채점자에 의해 제기되어왔던 

주장과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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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정 3접 

〈표 1> 과업 1: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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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과업 I과 마창가지로， 과업 II(들려주는 문장을 따라 말하기〕도 수상자/ 

비수상자 집단 간의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p<.OOO). 다시 말해， 이 과업도 Gl 수상자/비수상자 집단의 능력을 어느 
정도 잘 변별해줄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 6점 

〈표 2> 과업 II: 주어진 문장을 따라 말하기 

표 3 -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TOP의 나머지 네 과업에 있어서도， G1 수 
상자/비수상자 집단간의 평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값의 유의도가 모두 0.01이하이므로 두 집단의 평균차가 우연에 의해서 발 

생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다시 말해， 네 과업에 있어서 두 집단의 능력차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띠라서 네 가지 유형의 과업은 모두 두 집단 간의 능 

력을 잘 변별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으로부터 6개의 과업이 모두 두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는 과업임이 

밝혀졌지만， 6개의 과업 중에서 평균의 차이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과엽은 과업 

II(들려주는 문장을 따라 말하기)와 과업 1V(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였다. 각 과업별로 각 집단의 평균차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았을 때， 과업 I은 그 

차이가 1%, 과업 II는 10%, 과업 III은 6%, 과업 IV는 10%, 과업 V는 8%, 과엽 

VI은 7% 였다.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큰 것에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들려주는 문장을 따라 말하기=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 

기〉 주어진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발표하듯 말하기 > 일상적 주제에 대해 말하기 >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가장 많은 배점이 할당되었던 과업 VI은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능력을 가장 

잘 변별하지는 못했다. 이는 과업 VI의 질문들이 수험자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평이한 질문들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만 

약 예측을 할 수 없는 다른 질문들이 주어졌다면， 결과는 아마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희생들의 능력을 잘 변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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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과업 n (주어진 문장을 따라 말하기)는 제기된 주장과는 달리， 두 집단의 능 

력을 가장 잘 변별하는 과업임이 밝혀졌다. 

TOP에 관련된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G1 집단의 경시대회 말하 

기 시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과업 III: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접:10점 

〈표 4> 과업 IV: 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23점 

〈표 5> 과업 V: 주어진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발표하듯 말하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27 

〈표 6> 과업 VI: 일상적 주제에 대해 말하기 

수 상 여 부 

단
 -
단
 

-
지
디
 

지
닙
 
--

-상
 

상
 -
수
 

수
 -비
 

만점 31 

4.1.1.2. G2 집단 

표 7 - 표 12는 G2 수상자 집단 간의 과업별 평균차의 유의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히는 t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67B 의 과업 중에서 수상자/비수상지- 집단 

간의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과엽은 첫 번째 과업인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였다 (p < .062) 이러한 결과는 과엽 I은 수상을 한 집단이나 수상을 하 

지 못한 집단의 능력을 변별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니， 이 과업을 단지 다음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warm-up 의 과정으로 사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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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변， 질문의 수를 7개에서 2-3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업 I을 제외한 나머지 과업은 수상자/비수상자 집단간의 능력을 변별하는데 

모두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과업별 두 집단 간의 평균차는 모두 0.05이하에 

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5개의 과업 중 어떤 과엽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과업에서의 두 집단 간의 평균 

차를 백분율로 환산을 하였다. 그 결과， G2 집단은 Gl 집단에 비해서 과업별로 
평균차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업 II는 두 집단 간의 평균차가 6%였고， 과업 III 
은 5%, 과업 IV는 6%, 과업 V는 3%, 과업 VI은 4%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들 

려준 문장을 따라 말하기와 주어진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의 두 과업의 평균 

차가 가장 컸다. 

따라서 연구 결과로 볼 때， 앞으로 G2집단의 말하기 시험 TOP에는 과업 1을 

삭제하거나 항목 수를 줄이고， 나머지 과엽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도표를 보고 말하는 과업에서 수상자/비수상자 간의 점수차가 

작은 이유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난이도나 제시방법을 다시 고려해서 

출제해야 하며，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는 과업도 그 원인을 찾아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스 사 지 다 , 。 닙 」

만점:3 

〈표 7> 과업 1: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표 8> 과엽 II: 주어 진 문장을 따라 말하기 

수 상 여 '=' -,-

수 상 집 단 

비 수 사 ;>< 1 다 ’ 1 。 닙 ]

만점 : 6점 

〈표 9> 과업 III: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1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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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과업 rv: 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23점 

〈표 11> 과업 v: 주어진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발표하듯 말하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접: 27 

〈표 12> 과업 VI: 일상적 주제에 대해 말하기 

--〈「‘ ACiL 여 -t「j

λ 

~ Ztjl 단 ,--

비 스’ 사 <=>지 t=I다 '-' 

만점 31 

4.1.2. 쓰기 시험(TWP)의 과업별 변별력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각 집단별로 쓰기 시험인 TWP 시험에 속한 과업들의 변별력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4.1.2.1. G1 집단 
표 13 - 표 16은 쓰기 시험 T끼TP의 G1 수상자/비수상자 집단 간의 과업별 평 

균 점수의 비교에 관한 t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작문 시 

험에 포함된 네가지 유형의 과업 모두， G1 수상자/비수상자의 능력을 잘 변별하 
고 있다. 수상자 집단과 비수상자 집단의 각 과업별 평균차는 모두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의 과업 중에서 수상자/비수상자 간의 능력차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엽은 네 번째 과업인 “자유작문”이었다 킥 과업 별 

로 두 집단간의 평균차를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 과업 I은 그 차이가 6%, 과업 

rr도 6%, 과업 rrr은 7%, 과업 rv는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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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과업 1: 영어로 요약하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접: 20 

〈표 14> 과업 1I: 영문으로 번역하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접 : 30 

〈표 15> 과업 III: 서신 쓰기 

-’“「 상 여 -닙「 

-‘〈「‘ ~ 지t=I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접:50 

〈표 16> 과업 VI: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기 

수 상 여 부 

수 상 집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 100 

4.1.2.2. G2 집단 
표 17 표 20은 쓰기 시 험 TWP의 G2 수상자/비수상자 집단간의 각 과업 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는 t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주듯 

이， 쓰기 시험의 네 가지 유형의 과업은 G2 수상자/비수상자 집단의 쓰기 능력 
을 변별해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과업별 두 집단간의 평균차는 모두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네 가지 유형의 과업 중에서 두 집단 간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과업을 조사하기 위해 각 과엽별로 두 집단간의 평균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과업 1, II, III의 백분율 평균차는 모두 9%였고， 과업 IV의 백분율 평 
균차는 14%였다. 이러한 결과는 네 유형의 과업이 수상자/비수상자 집단을 모두 

잘 변별해주는 과업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네 번째 유형의 과업 (자유작문)이 가장 

잘 변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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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여 

"'" λ"1 l 。 닙 

1=1 ,.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 20 

수 상 여 

스 사 지 

’ 

1=1 ,.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정 : 30 

-ι‘r 상 여 -』「j

-ι‘r {J- ~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접: 50 

송미정 ‘ 박용예 

〈표 17> 과업 1: 영어로 요약하기 

〈표 18> 과업 II: 영문으로 번역하기 

〈표 19> 과업 lII: 서신 쓰기 

〈표 20> 과업 VI: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기 

--/「、- AC>• 여 -t「j

끼~ -ð그L Ztjl 단 

비 수 상 집 단 

만점: 100 

4.1.3 말하기 능력 시험(TOP)의 괴업 조합별 예측 비율 

앞 장에서 제시한 t 검정은 각각의 과업들을 따로 고려했을 때， 그 과업들이 

얼마나 수상자/비수상자를 변별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는 기법이다. 그 

에 반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변별력을 가진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의 수상 

자/비수상자 집단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해준다. 

앞에 제시한 t 검정 결과는， G2 집단의 첫 번째 과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업 

이 수상자/비수상지 집단올 변별할 수 있는 과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변별력이 있는 과업의 수를 제속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더 신뢰성 있는 시험이라 

고 할 수는 없디. 왜냐하면， 한 시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과업들은 서로간 

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능력을 중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괴업들의 조합이 

가장 높은 수상자/비수상자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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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 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효율적인 과엽의 조합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는 시혐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말하기 시험의 여러 가지 유형의 과업올 어떻게 조합해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상자/비수상자의 예측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로지스택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 

한다. 

4.1.3.1. G1 집 단 
G1 집단의 경우에는 TOP의 6개의 과업 중에서 첫 번째 과업인 “신변에 관한 

질문”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영역을 조합해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조합보다도 높은 예측력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왔다{75%). 평균차 변별 

력 검정에서 평균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던 두 과업-따라읽기， 주어진 그림 

을 보고 이야기하기-을 조합했을 경우도 수상자/비수상자의 예측력은 70.54%였 

다. 따라서 말하기 시험은 첫 번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수험자들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4.1.3.2. G2 집단 
G2 집단의 경우에도 TOP의 6개 과업 중에서 첫 번째 과업인 “신변에 관한 질 

문”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영역을 조합해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그 어 

떤 다른 조합보다도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77.5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G2 집단의 경우에도 첫 번째 과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TOP의 모든 과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수상자/비수상자의 예측 비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있다. 

4.1.4. 쓰기 능력 시험(TWP)의 과업 조합별 예측 비율 

이 장에서는 쓰기 시혐의 여러 가지 유형의 과업을 어떻게 조합해서 시험을 시 

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상자/비수상자의 예측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 

한다. 

4.1.4.1. G1 집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쓰기 시험의 4가지의 과업을 모두 다 조 

합해서 시행했을 경우의 수상자/비수상자 예측력은 79.31%이고， 과업 1 (요약)과 
과업 IV(자유 작문)만을 조합하여 실시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상자/비수상자를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이 80.17%로 높아졌다. 다른 과업의 조합들의 예측력은 다음 

과 같다. (과엽 1 + 과업 III+ 과업 IV: 78.45%; 과업 II+ 과업 III+ 과업 IV: 
79.31%; 과업 IV: 75.86%)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업 I과 IV를 시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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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4.2. G2 집 단 
G2 집단의 경우 4가지 과업을 모두 조합했을 경우의 예측력은 94.83%였고， 과 

업 I과 과엽 IV를 조합했을 경우의 예측력도 94.83%였다. 또한 과업 II, III, IV를 
조합했을 경우에는 93.l0%였고， 과업 1, III, IV의 경우는 89.66%였다. 과업 IV만 
의 예측력은 86.21%였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업 I과 IV를 조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네가지 과업을 모두 측정했을 때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상당히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2. TOP의 정성적 분석 결과 및 평가 척도의 차별화 가능성 논의 

앞 장의 정량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TOP와 TWP는 그 변별력 

에 있어 G2 집단의 TOP 과업 I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과업별 평균차에 있어서， TWP는 그 차이가 TOP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예측력이 있는 과업도 과업 1 (요약)과 과업 IV (자유 작문) 
가 두드러지게 높아 이들 두 과업의 조합만으로도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TOP의 경우는 기존 시험의 변별력에 있어 모든 과업을 조 

합하는 경우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채점자들에 의해서 변별 

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과업들은 낮게 나타났고，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 

던 과업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본 장에서는 TOP의 답안을 

과업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G1/G2 그룹의 
점수 분포도 고려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TOP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G1과 G2의 평 

가 척도를 차별화할 경우， TOP의 대안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도 제시 해보고자 한다. 

4.2.1. TOP의 과업별 결과의 정성적 분석 

Task 1 간단하 침문에 담하기 

정량적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과업의 t 분석 결과는 G1 집단의 경우 
에는 유의미하여 변별력이 있으나 그룹간 차이가 매우 낮아 상대적인 변별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hy are you taking this test?"라는 마지막 질 
문의 경우는 다른 질문보다 더 많은 접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예측 

이 어려운 질문이었고 대답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접수가 낮게 

나온 답안들의 경우， pause가 많이 나타났고， “I’m taking this test because 1 
wanna fulfil my ability to the fullest and 1 wanna test my ability 
taking this test.~ 나 “1 think this test is very helpful to compete with 
each other and 1 want to attend this university, also."와 같이 장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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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답안이 많았다. 대개 발음이나 간단한 문법 능력 정도가 측정되는 이 

과업에서， 학생들이 쉽지만 틀릴 수 있는 문향이나， 흔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출제를 한다면 좀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ask II 틀려주는 문잣음 따라 말하기 

이 과업의 경우는， 앞의 과업별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Gl(lO%)과 G2(6%)에 

있어 모두 변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점에 있어서도 Gl 그룹의 경 
우는 6점 만점에 수상자 집단이 4.30이고 비수상자 집단이 3.70밖에 안 되는 것 

으로 나타나 난이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들려주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면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긴 문장의 경우는 제대로 기억해내기 위 

해 상당히 고급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답을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Gl과 G2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데， Gl의 낮은 접수 수험자의 

답안에서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 의미가 통하지 않는 단어를 들은 대로 몇 

개 나열하거나 거의 따라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예를 들 

면 “ Here, spiraling low-pressure cells known as depressions often form"이 
라는 문장을 따라 원을 경우 “such as known"이라든가 “Here"만을 하고 그냥 
넘어 가든가 “Here, spairing low known as depression often cells"와 같이 

무의미한 어휘를 쓰거나 그런 어휘를 나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G2의 경우는 

“Astronauts wear gold-plated heat shields for protection outside spaceships." 
라는 문장을 “Astronauts use gold-plated heat shields for protection outside 
the earth atmosphere"와 같이 고쳐 따라하거나， 같은 문장에서 “ heat shields" 
를 “spacesuits"로 바꾼다든지 하여 정확성은 떨어지나 유창성이 돋보이는 문장 

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었다. 이러한 G2 집단의 답안 특성을 고려할 때， 채점 
자에게 읽어준 문장을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말할 때는 점 

수를 주는 것으로 하는 등 세부 채점 지칩을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short-term memory에 의존해야 하는 과제 성격을 볼 때 현재의 10단 
어 chunk의 경우는 너무 무리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긴 chunk라고 하더라 

도 7 단어를 넘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를 출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Task III 주어지 다어를 황용해 문장 밤하기 

이 과업의 경우는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A-B의 대화를 완성하는 것으로 모두 

여섯 문제가 있었는데， Gl의 정답률은 각 문제 당 71.7%에서 82.7% 정도인 반면， 

G2의 경우는 88.6%에서 94.4%로 성적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물론 Gl과 G2의 

문제가 달랐으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학생들의 답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Gl 그룹의 1번 문제의 경우는 

“Shall 1 open the window?"라는 질문에 “No, I1rather/you/do"를 가지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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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의미가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I’d rather you 
didn’t"라는 구문의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우 당황했던 것 

으로 보인다. 실제 답안도 “I’d rather you-"등}고 멈추거나 “You’d better not 
do that"으로 구문을 바꾸거나 “You’ve- 1’ve prefer- 1’d rather not to do"와 
같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변별력에서는 Gl에서 6%, G2에서 5%로 다른 과업보다 좀 떨어지지만， 

Gl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약한 문법 구문 영역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과제는 실제 회화에서 쓰이는 문법 유형에 대한 이해를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회화 상황에 익숙한 G2의 학생들보다는 즉흥적으로 대화문을 완성 

시키는 능력이 약한 Gl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Task IV 그릭보고 이야기 반듬기 

이 과엽은 앞의 과업별 분석에서 과업 II와 더불어 가장 수상자/비수상자 집단 

간 변별력이 높은 과업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이 과업의 경우 채점 

시 비교적 여러 가지 항목을 볼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보아야하는 항목이 비교 

적 분명한 다른 파업들과는 달리， 이 과업의 경우는 발음， 문법， 유창성(pausey. 

restart가 많은 경우)， 이야기의 담화 연결 능력이나 상세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능력， 이야기의 설정-낮은 점수대의 한 수험자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를 Jane and Tom으로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로 
Jane과 his mother를 번갈아 가며 써서 혼돈을 주기도 하였다-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로 인 

해 채점자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과업별 채점 

자간 신뢰도 분석 등 앞으로 좀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또한 좀더 세부 

의 평가 지침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채점자 훈련올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Task V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밤표하듯 이야기하기 

이 과업은 정량적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Gl과 G2에서 수상자/비수상자 

간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난 과엽이다 [Gl: 8%/G2: 3%]. 이러한 차이는 물론 
Gl과 G2의 문제가 같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Gl 그룹의 학생 
들이 상대적으로 긴 담화 형식에 익숙하지 못하여 과업 IV, V, VI에서 전반적으 

로 G2 그룹보다 약한 것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 
유로는 Gl 그룹의 학생들의 경우 공식적인(formal) 상황의 발표 능력을 보는 이 

과업에， 상황 맥락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피험자의 경우는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표를 하나씩 원 

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답안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좀더 실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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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같이 하는 경우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업 

의 문제점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주고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게 하고 있어 대부 

분의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도표를 윈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채점시 내용 

을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었고， G2 그룹같이 유창성을 갖춘 학생들의 경 
우는 피험자간 차이를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언어학적인 능력이나 

CALP 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이러한 과업이 그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 
고 있으므로， 오히려 도표의 수를 좀더 줄이고 그 도표에 대한 분석 및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식으로 수정하여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변 본래의 취지 

가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그 성격상， 이러한 과제는 직접 면접 

방식에서 좀더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경우 피험자들이 좀더 공식 

적인 상황을 의식할 수 있도록 발표 방식에 맞추어 하거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 

여 진정성(authenticity)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Task VI 입상적 주제에 대해 말하기 

이 과업의 경우는 기대와 달리 변별력이 다른 과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여기에는 또한 Gl과 G2의 문제 차이도 고려해 볼 점이 있다. Gl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 가운데 어느 곳에 살고 싶은가를 묻는 문제(comparison and 
contrast)와 대학에서 인문교육과 직업 교육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argument) 

의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피험자들의 사고 능력 측정에 좀더 가깝지 않았나 생 

각한다. G2의 경우는 영어 공부 방법，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지난 100년 

간 최대의 발명품이라는 주제로 출제되었는데， 앞의 두 가지 주제는 예측이 비교 

적 쉬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G2의 답안 또한 영어 공부 방법의 경우는 

AKFN이나 CNN 청취， 책을 많이 읽는 것， 그리고 원어민과 얘기할 기회를 넓히 
는 것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의 답안이 일치하고 있었다.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의 

경우는 이보다 다양했으나， Harry Potter series, Star Wars, Dead Poets 
Society, Gladiator 등이 두 명 이상에게서 나왔고， Gone with the Wind도 3 

명의 학생이 거의 비슷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어 미리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세 번째 문제의 경우도 computer, 
Internet이 거의 주가 되고 그 이유 또한 거의 비슷하며， 그 다음으로 나온 답도 

TV와 전기가 자주 나와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내는데 학생들간의 생각의 차이를 

변별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 가운데 air conditioner라고 대답한 
한 학생의 답안은 생각의 전개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하고 논리적이며， 언어 또한 

흠이 없어서 세 명의 채점자블에게서 모두 높은 접수를 받았다. 

이 과업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평가 항목의 문제이다， TOP가 주로 평가 

하는 것이 일반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는 만큼， 발음， 유창성， 어법 

능력， 담화 구성력， 사회 문화적 능력， 전반적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평가 항목들 

도 BICS를 평가하는 데 더 적절한 항목들이다. 그러나 TEPS 성적이 모두 9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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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훨씬 넘은 경시대회의 피험자 집단， 특히 G2 그룹에서 마지막 과업을 평가하 
는데서 발음이나 어법 능력， 유창성， 사회 문화적 능력이나 전반적 의사소통 능력 

도 변별력이 매우 약하다고 본다. 비교적 변별력이 있는 것은 담화 구성력인데， 

이는 얼마나 생각을 조리있게 펼쳐 가는가를 보는 것이므로， 영어 공부 방법이나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답안에서도 단순히 나열을 하는가 아니면 답안 

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접수 차이를 나게 하는 영역이었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피험자의 답안을 평가하는데 부족함이 많으므로， 앞으 

로 G2 그룹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BICS 뿐이 아니라 CALP 능력까지를 보고자 
한다면 이에 맞는 사고 능력 측정을 위해 내용이나 독창성 등의 평가 항목도 포 

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언어 능력의 요소에는 직접적으 

로 연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어 능력이 유사한 집단의 평가에 있어 응 

답의 내용(content)도 평가의 항목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되었듯 

이， 기존의 과업들은 G2의 과업 I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별력이 있으나， 이를 좀 

더 보충하여 보자변， 과업 11의 따라 말하기는 특히 G1의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 

운 것으로 보여， 지문 단위의 길이를 최대 7단어를 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는 것과， G2의 학생들이 들려준 문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의미가 

통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었는 채점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과업 IV의 경우는 다른 과업과 달리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좀더 세부 

적인 평가 지침이 필요하리라 본다. 과업 V의 경우는 변별력은 다른 과업보다 낮 

았지만 특히 G1 그룹에게 있어서는 좋은 과업으로 보여， 도표의 수를 줄이고 좀 
더 사고하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과 

업 VI의 경우는， 평가 요소들이 학생들의 차이를 변별하기에는 부족한 듯이 보이 

며， 특히 G2의 문제들은 좀더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 

고본다. 

4.2.2. TOP의 GlIG2 집단의 점수 분포 결과 및 평가 척도의 차별화 가능성 논의 
본 장에서는 TOP의 개선 방향 및 GlIG2 집단 평가의 차별화 가능성을 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차별화의 필요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G1과 G2의 

수상자/비수상자 집단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의 표 21과 22는 

G1과 G2 수상자/비수상자 집단의 접수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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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l 수상자/비수상자 집단 TOP 점수 분포 

~ζ그 :느 r: ~~ 수상자집단 비수상자 집단 

90-100 2 0 
80-89 16 2 
70-79 31 15 
60-69 13 28 
59이하 0 5 
계 62 50 

〈표 22> G2 수상자/비수상자 집 단 TOP 접수 분포 

Sit5} -A「‘ 。ζ〉# 。-j1 수상자집단 비수상자 집단 

90-100 13 4 
80-89 17 17 
70-79 6 
계 31 27 

표 21과 22의 TOP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주목해 볼만한 사실들이 있다. 먼저， 
G1 그룹의 결과 분포가 접수 영역별로 더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의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1그룹에서는 수상자 집단에서도 60접 대까지가 포함되 

어있는데， 이는 TOP 결과는 100접 만점으로 총점에 반영되는 반면 TWP와 예선 
성적은 200점 만점으로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말하기 실력이 덜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표21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상자 집단은 절반정도 

가 70점대에 분포해있고 나머지가 80점대와 60점대에 주로 있는 반면， 비 수상자 

집단은 60점대에 절반 정도가 분포해 있고 나머지는 주로 70점대에 있어， 개인별/ 

접수 영역별 접수 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상자 집단의 경 

우는 거의 정상분포 곡선에 가까운 분포를 이루고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G2 그룹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G2 그룹의 경우는 수 
상자 집 단과 비 수상자 집 단 모두가 80점 대(Gl-54.8%/G2-62.9%)에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이고 있고， 그 나머지 인원이 수상자 집단은 90점대에(38.7%)， 비수상자 

집단은 90접대와 70점대에 나누어져서 분포하고 있다. G2 그룹의 수상자 집단에 
서 거의 대다수가 90점대(13명)와 80점대 (17명〕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들의 능 

력을 좀더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험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 

는 앞에서 언급된 과업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즉 과업별 변별력이 전반적 

으로 TWP보다는 TOP가 낮고， G1보다는 G2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시대회에서 G1과 G2 그룹을 평가할 때， 해외 거주 기간이 특 
히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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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즉， G1과 G2가 다른 평가 척도를 가지고 학 

생들을 좀더 잘 평가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G1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과업 

별 분석에서도 나타났지만， 기존의 TOP만으로도 학생들의 능력 측정의 타당도나 

변별력에 있어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G2의 경우는 정량적 분석이나 

접수 분포 결과에서 보았듯이 변별력도 높이고 CALP 능력을 좀더 반영할 수 있 
도록 평가 척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것은 기존의 TOP의 향 

목을 개선해서 사용하거나， 좀더 효과적인 과업을 개발하여 직접 면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 시험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TOP는 모의 면접 방식의 시험언데， 이는 다수의 피 

험자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었고 사실 영어 능력 평가 측면에 

서도 적절하고 다양한 과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직접 면접 방식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평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Shohamy 1994, 최 인철 2000, 신 

동일 2001). 물론，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는 달리 일방적(one-way)이고 모의방식 

(simulated)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특히 Gl 그룹의 
언어 능력 측정에서는 TOP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과업들을 통해 충분히 효 
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 방식은 또한， 다수의 피험자에게 lab실 

에서 녹취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험자들이 녹음기나 컴퓨 

터 조작에 있어 미숙할 수 있고， 시험장 기기의 일시적 문제 등 제반의 기계적인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직접 면접 방식 또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양 쪽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점이 비 

교적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접 변접 방식은， 실제 의사 소통 상황 가운데 면접이라는 상황이 있는 만큼 

진정성(authenticity)이 높고 쌍방향(two-way)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또한 과 

업 설정에 있어， 일대일 면접뿐 아니라 역할극(role play), 그리고 공식적인 상황 

에서의 발표나 회의 등 다양한 상황 설정까지도 응용하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G2 학생들의 언어 능력 및 사고 능력 측정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을 변접하는 경우， 먼저 문제 set를 복수로 준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있으며， 실제 시행시 면접관에 대한 훈련이나 시 

간 관리， 채점자의 피로(하루에 그 자리에서 채점을 마친다는 변에서) 등 여러 가 

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변에서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필요하다면 절충형식을 취하여， 인원도 더 많고 기존의 형태로도 충분히 

변별력이 높게 나타난 Gl의 평가에서는 현재의 TOP를 그대로 쓰되， G2 학생들 

만을 직접 면접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면접 방식으로는 일정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형식의 직접 

변접(학생의 대답이나 수준(level)에 맞추어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인 

터뷰나 회 의 상황과 같은 역할극(role play), 공식 적 상황에서의 발표(formal 

presentation)(일정 시간을 주고 주어 진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presentation처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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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도록 하고 질문을 받게 하는 것〕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업의 다양화와 CALP 능력의 측정을 위해 뉴스/강의 등의 한 토막을 들 
려준 다음 이를 요약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는 과업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모의 구술 면접 방식과 직접 면접 방식에서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은 

채점자 훈련의 문제이다. 최 언철 (2000)에서 언급된 것처럼 원어민과 한국인 이 

중언어 채점자 간의 차이도 생길 수 있고 채점자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채점 지침과 사전 훈련 퉁으로 서로의 기준을 맞추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E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이 주관하는 언어 경시대회 영어 부문에서 

본선 진출자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TOP와 TWP의 효율성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시 경시대회의 목적과 취지라는 측 

면으로 귀결된다. 영어 경시 대회 참가자들은 이미 영어 능력이 상당 수준 이상 

인 학생들이다. 이들 가운데 다시 일부의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는 작업에서 우 

리는 경시대회의 취지를 의사소통 능력 (BICS)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시에 활용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고/인지 능력 (CALP)의 

우수성까지도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결정에서 BICS만을 보겠다면， 

기존의 TOP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CALP까지 보겠다면 

이를 측정할 과업올 보완/개발해야 하고 또한 평가 항목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Gl 그룹의 경우는 기존의 
TOP만으로도 변별력이 었으므로 BICS만의 평가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G2 그룹의 경우는 기존의 TOP도 변별력이 있지만 Gl 그룹 정도는 아니며 
특히 상위 그룹의 변별은 좀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TWP의 경우는 

Gl, G2 모두에게 요약하기와 같은 과업이 충분히 CALP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자 

면， Gl의 경우는 현행 TOP, TWP 그대로 쓰되， 변별력과 효율성의 변에서 TOP 
는 일부 과업의 문향 수를 조절하면 될 것이고， TWP의 경우는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과업 1 (영어로 요약하기)과 과업 IV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유롭 
게 말하기)만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G2의 경우는 과업 V나 VI의 

경우 좀더 인지/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한다면 기존의 TOP를 

계속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경우는 또한 직접 면접 방식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사용되는 과업은 기존의 TOP중 일부를 쓰고 좀더 

CALP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업을 개발하여 함께 쓸 수도 있을 것이다. 



464 송미정·박용예 

TWP의 경우는 G1과 마찬가지로 과업 I과 과업 IV만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TOP나 TWP, 그리고 TOP를 대체하는 직접 면접 방식의 경우 모두에 있어 

선별된 과엽의 시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채점자 훈련과 평가 지침 마련의 문 

제일 것이다. 의사 소통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공평하게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침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사전 훈련을 하는 것이야 

말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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