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평가 점수의 환산 체계 연구 

박재현* 

1.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어교육 

능력 인증시험’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주관으로 am년 11월 제1회 이후 4 

회가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24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l 이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시험’은 m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 홍익대학교 강사. 
1)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의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시험 장소 

1회 찌l2. 11. 9. 214명 갱3명 51명 :!l.9% 서울， 대구， 부산 

2회 :m3. 7. 12. 100명 140명 29명 :!l.7% 서울， 대구， 대전， 부산 

3회 :m3. 11. 8. :lli명 243명 63명 25.9%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동경(일본) 

4회 3JJ4. 11. 6. 4Jì명 400명 100명 26.5%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동경(일본) 

합계 1，170'정 1，αiß명 249명 24.26% 

〈표 1 효택어 교육능력 인즘시험 시행 결과(효넘뻐세계호}재단 홈폐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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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세부 평가 영역， 배점， 

시간 등이 조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ú.}성 과정을 이수하고 이 시 

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교부하 

도록하였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힘입어 그에 펼요한 전문 교원의 

자격 검증 기준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어 교원 평가 제도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서는 합격증만을 부여하던 기 

존의 시험과는 달리 국가 공인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으로서 그에 합당한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지금까지 시행한 평가 자료를 치밀히 분석하여 반성적 검토를 설시 

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될 시혐의 세부 평 

가 범주 확정， 평가 척도 개발， 구체적인 합격자 선정 체계 등이 마련되어 

야할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의 평가 체계의 효 

과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시행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적합한 평 

가 점수 환산 체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점수 환산 체계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도입 가능한 대얀을 검토하여 국가 수준의 평가로서 그 효과정과 

체계성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기존 원점수 방식의 문제점 

:ID4년까지 시행되었던 기존의 ‘한국어교육능력 인중시험’의 점수 환산 

2) 이에 대한 연구로는 민현식 외(:ID))， 민현식 외(때1)， 민현식 외(3J)2)， 민현식 외 

(ml), 민현식 외(때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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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수험자가 전체 문항에서 맞힌 개수를 합산하어 원점수를 산출하 

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점수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시험 

은 1교시와 2교시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문항 수는 

%개이다. 

[(1교시 맞은 개수)x낌 x5l6 + [(2교시 맞은 개수)x깅 x5l6 
원점수= 

2 

〈표 2, 기존 ‘효E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의 원접수 t!댈 방식〉 

예를 틀어 1교시 %문항 중 51문항을 맞히고 2교시 %문항 중 45문항을 

맞힌 수험자의 경우 위의 공식에 의해 원점수는 %점이 된다. 여기서 5/6 

를 곱하는 이유는 %문항에 2를 곱한 것을 다시 10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서이다 

(51x2)x5l6 + (45x2)x5l6 
•• ••------- = 00 
2 

〈표 3 원점수 방식에 의한 합산 접수〉 

2.1 뇨삐|도 조절 실패로 인한 검사 신뢰도 문제 

이러한 원점수 산출 방식은 국가 ~}원 인증 시험의 접수 환산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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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매 번 

치러지는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을 때인데， 이렬 경우 시험의 공신 

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항목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매년 시행되는 시험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 

해 시험과 올해 시험의 난이당} 현저하거l 쩨가 나는 경우 인증 시험으 

로서의 타당성과 공신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는 지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수험자들과 언론의 거센 

비난으로， 사상 최초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15%를 무조건 합격시키는 

최소합격률 보장 제도라는 무리한 방식을 시행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 

다，3) 

선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며， 다 

른 유형이나 다른 시기의 검사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검사 문항 

의 내용， 신뢰도， 난이도의 수준과 범위가 정확하게 동일한 동형 검사{同 

型 檢호)나 평행 겸시{平行 檢흉)의 제작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 

가 결과에 대한 사후의 적절한 통계적 조작을 의미한대남현우， 1m2: 2ffi; 

김현철， 2001: 191). 

아래 <그림 1>은 1회부터 3회까지의 난이도를 문항반응이론4)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 1회부터 3회까지 실시한 한국어교사인증제의 난이도 역시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난이도 지수는 

3) 서울경제신문， 없E년 8윌 10일자 참조 
4)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이론을 검λ}이론(test theory)라고 하며， 고전검λ에론{Classi，때 

Test Theory)과 문항반응이흰I떼1 ReSjXlnse Theory)이 있다. 문항난이도 분석에는 
피험자 집단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문항의 개별 문항특성곡선에 기초하여 

문항변별도와 문항난이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장점을 지닌 문항반응이론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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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을 기준으로 양수 방향은 어려운 쪽 음수 방향은 쉬운 쪽으로 구분된 

다. 결과에 의하면 1회는 O.747(쉽다)， 2회는 O.643(쉽다)， 3회는 ←O.38l(보 

통)로 조금씩 어려워졌다 이 경우 1회에 응시한 수험생에 비해 3회에 응 

시한 수험생은 시험이 점점 어려워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검사의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맞힌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는 현재의 원점수 방 

식은 이런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0.2 

0.3 

-0.4 

-0.5 

0.6 

-0.7 
二0.747

0.8 • T •• 

1회 2회 3회 j 
→←→←」←←L ← ←---~ 

J 문한난흔1도← 0.747 __ l __ -뺑3 二탱L_II 

〈그림 1. 1 회 -3호| 문항 뇨에 1도의 추이〉 

2.2 수험자 집단의 능력 차이로 인한 비일관성 문제 

원점수 방식을 사용할 경우 검사의 신뢰도가 수험자 집단의 능력 쩨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맞은 개수의 단순한 

산술적 합산이 아니라 수험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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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시험 실시 결과 산술 평균은 %점이지만 표준편차가 매 

우 작은 경우， 즉 평균점을 중심으로 점수대가 조멸하게 형성되어 비슷한 

능력 수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산술 평균은 동일하게 00점이지만 표준 

편차가 매우 커서 수험자 간의 능력 차이가 큰 경우는 일정한 기준점에서 

합격선을 정하는 것에 따라 합격자의 능력을 구분하는 데 ~}Öl가 난다. 

평균 %점을 기준으로 %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정할 경우， 아래 〈표 2> 

의 경우처럼 (개회와 (나)회의 합격자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 (개회와 

(나)회 수험자의 산술 평균은 모두 00점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평균 점수 

만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합격점을 결정하는 것은 일정 능력 이상 

을 가진 얼관된 수준의 합격자 구분이 불가능하다. 

훨쓰~ 
(개회 

(나)나 

〈표 4 동일 평균 집단의 능력 차이(가상l> 

§8 딘 

3O F느 τ-----------------τ 

〈그림 2. (개회 수험자 접수 문포(가상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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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나)회 수험자 점수 분포(가상J> 

이런 양상은 제3회 시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3회 시험의 경우 한국 

에서 218명이 응시했고， 일본에서 25명이 응시하였다 시험 결과는 아래 

〈표 5>와 〈표 6>과 같이 전체 응시자의 원점수 평균이 한국에서 응시한 

집단은 75.밍이고， 일본에서 응시한 집단은 없.æ로 11.62점이나 차이가 난 

다. 합격자의 경우는 원점수 평균이 무려 16.æ점이나 차이가 난다. 

원점수평균 원점수평균 

총웅시자 
총점 평균 75.fí) 

(218) 
1교시 79 

2교시 72 

총점펑균 ñ3.æ 
총웅시자 

1교시 ffi% 
(2)) 

2교시 58.00 

합격자 
총점 평균 88 1 

(93) 
1교시 g,2 

2교시 84 

총점평균 71.14 
합격자 

l교시 π14 
(7) 

2교시 ffi.l4 

〈표 5 저13회 평권 점수(효댁 응시)> 〈표 6 저13회 평균 점수(일본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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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시험을 실시한 제3회 시험은 한국에서만 시험이 시행 

되어 비교적 균질 집단이 응시한 제1회와 제2회 시험과는 달리 수험자 집 

단의 능력 차이가 현저하다 이 경우 수험자 집단의 비균질성(非均質性) 

으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영향을 받고 제1회 시험과 제2회 시험과의 객관 

적인 점수 비교 및 동일한 기준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제2회 시험에서 

받은 점수와 제3회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각 회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맞은 개수만 산정하는 원점수 

체계 외에 평균 점수와 더불어 표준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점수 체계가 

필요하다. 

2.3. 수험자으| 실제 능력 측정 문제 

검사를 통해 수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낸다는 것은 대부분의 

평가에서 가정하고 있는 전제이지만 사실 이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검 

사를 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의 한국어교사인증제가 취하 

고 있는， 수험자의 능력을 맞힌 문항의 개수를 합산한 총점을 이용하 

는 원점수 방식은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나 문항변별도(disαirninating 

lXlwer)와 같은 문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점수 

부여 방식은 총점만 같다면 어려운 문항을 많이 맞힌 수험자나 쉬운 문항 

을 많이 맞힌 수험자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오는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3회 시험의 2교시 %번의 경우 응시자 218명 중 1명을 제 

외한 217명 전원이 정답인 4변을 맞혔다. 즉 정답률이 ffi.5%이고 문항반 

응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는 3.511로 매우 쉬운 문항 범주에 속한다. 이 

런 문항은 학습자 능력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대부분 맞힐 수 있는 문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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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00. 다음 중 한국 문화 교육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것은? 

@ 한국의 음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리를 실습 하였다 

@ 한국의 고유 문화재의 성격과 가치에 대하여 조샤 발표하도록 하였 

다 

@ 한국의 전통 문화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 견학을 실시 

하였다. 

@ 학습자 고유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여 우월한 문화를 밝혀내도록 

하였다. 

반면에 제3회 시험 1교시 국어학 5번 문항을 보면 정답이 2번인데， 전 

체 218명 중 47명인 21.6%만이 정답을 맞혔고， 나머지 79.4%는 틀렸다. 문 

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도 2.쨌로 매우 어려운 문제의 범주에 속 

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구개음화의 방언학적 역사적 의의를 묻고 있 

는데 음운론， 방언학， 국어사에 걸치는 영역의 문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문제이다. 

(1교시) 5. 구개음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남부방언의 ‘짐치’는 ‘「’ 구개읍화의 결과이다. 

@ 방언에 나타난 ‘성님’은 ‘τ’ 구개음화의 결과이다. 

@ 구개음화는 북부방언에서 가장 폭넓게 발생하였다. 

@ 구개음화 현상의 발원지는 중부방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3회 시험에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예를 하나씌 살펴보았는데 

정답률이 ffi.5%나 되는 쉬운 문항과 국어학적 전문 지식을 요구한 정 

답률 21.6%의 문항을 맞힌 것을 동일한 능력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 

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맞힌 개수의 총합은 동일하더라도 어려 

운 문항을 많이 맞힌 사람과 쉬운 문항을 많이 맞힌 사람은 능력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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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는 것이대박 정， :ro2: 173-1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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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저13호11 교시 문항느!O I도와 문흥변별도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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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저13회 2교시 문흔뽀!O I도와 문흔변별도의 산점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평가 점수의 환산 체계 연구 57 

위의 〈그림 4>와 〈그림 5>는 제3회 시험 1교사와 2교시의 결과를 문 

항반응이론을 통해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여 산점도(scat따 

plot)5)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서 보듯이 문항난이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06) 그러므로 모든 문항을 동일한 난이도로 보고 모두 동 

일하게 채점을 하는 것은 수험자의 실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휩L하지 않 

다. 국가 인증 시험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처럼 상대적 서열만 평 

가하는것이 아니라수험자의 정확한능력과그능력이 해당준거에 미치 

는지에 대한 판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수험자의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난이도의 수준을 구별해 채점하는 방식의 도 

입이 펼요하다 

3. 점수 환산 체계의 대안 검토 

현행 원점수 방식의 여러 가지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점수 환산 방 

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점수 환산 체계는 국어기본법에 적합 

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국어기본법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설시’항 

목에서 시험의 검정 방법과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산점도에 의한 분석은 위에서 실시한 평균이나 빈도에 의한 분석보다 개별 문항의 

분포를 한 눈에 보여 주어 보다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분포 양상과 더불어 

각 지수가 해당하는 범위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위에서 구분한 5단계에 따라 문항 
변별도와 문항난이도의 범위 영역을 표시하였다， 

6) 빼stasi(l쨌)논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문항이 변별력을 가장 증가 

시키므로 선호되지만， 능력이 낮은 집단이나 능력이 높은 집단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문항과 매우 쉬운 문항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쉬운 문제 

는 문항 배열에서 앞부분에 위치시켜 동기 유발을 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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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 

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 

트 이상， 전 영역 평균 %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한다. 

영역 배점 시간 방법 

한국어학 ffi 
1aJ 100분 

열반언어학 및 용용언어학 II 
필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ffi 
100 1밍분 

한국문화 II 
nJ접 g분 

〈표 7 효택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김정농법(저114조 저12항 곤변 별표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점수 환산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표준점수 방식과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진점수 방식이다. 

3.1 표준점수 방식 

원점수를 표준화하는 방법은 선형변환{linear z transfom빼on)과 비선 

형 정규변환{no마near norrnali때 z transfom빼on)으로 크게 구분된다. 선 

형변환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방안으로 원점수 

의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며 비선형 정규변환은 원점수의 분포 

를 정규분포의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대김현철 1~: 2'J)). 여기서는 대 

혁수학능력시험에 1땐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션형변환 방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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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선형변환 표준점수(star뼈rd score)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 

리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나타낸 전환점수이다. 표준점수는 정규분포 가 

정해l서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접수로서， Z점수와 

T점수가 있다. 첫째 Z점수는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설정한 점수로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험자 원점수 전체 원점수 평균 lXl - aXJ 
z = •••----- • •---- = 2 

표준편차 ~ 

예를 들어 수험자의 원접수가 %점이고 전체 평균이 때점이며， 표준 

편차가 밍인 경우 수험자의 Z점수는 2가 된다. 수험자가 얻은 점수를 표 

준점수인 Z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점수 미만을 받은 수험자의 Z점수 

는 음수가 된대성태제，3:α: 2ffi 영7， 김현철， 1땐: 222), 

T점수는 이렇게 음수나 소수로 표현되는 Z점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을 :1), 표준편차를 1O~로 조정한 점수이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 밍+ 10Z = 50 + 10 x 2 = 70 

변환점수(따nsfom뼈 score)는 Z점수를 특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 

록 선형화한 것이다. 변환점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SAT점수， 

GRE점수， 지능 점수인 Wechsler 점수와 Binet-Sirmn 점수가 있다. 점수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TS의 GRE, SAT는 다음과 같이 평균을 때， 

표준편차를 l00~로 설정하는데 SAT의 언어 영역에서 %점을 받았을 

때 84.13%에 해당됨을 알 수 있대성태제， :mz: 2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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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ð -3ð -2ð 1<1 o +lð +2 <1 +3 <1 +4ð 
누카백분율 0. 1% 2.3% 15.9')ι 0 +lð +2ð +3ð +4ð 

Z접수 ‘ ’ l 
-4.0. 3.0. 2.0. 1.0. 0 +1.0. +2.0. +3.0. +4.0. 

SAT and GREj l 

LOO :nJ 40J 5IJJ a:x> 700 flX) sw 
〈그림 6. Z접수， SAT와 GRE으| 변환접수〉 

표준점수 방식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도입한다면 우선 Z점수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락 퍼센트 기준 

을 Z점수에 부여하는 데는 몇 7찌 고려할 점이 있다. 국어기본법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퍼센트 이상을 필기시험 합격선으 

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원점수에 적용하면，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역 번호 영역 배점 |성취 기준 

@ 한국어학 ~ 

@ 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l)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때% 

@ 1:1) 

@ 한국문화 l) 

lXl점 I mo/o t 鍵 ? 

〈표 8 원접수 적용 합격 기준점〉 

사실 원점수를 적용하여 산술적으로 40%와 00%를 각각 적용하면 가장 

간편하다. 수험자에게 성적을 통보할 때도 총점과 자신의 원점수를 제시 

하면 되고， 성취 기준에 의한 합격 여부도 위 〈표 8>처럼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원점수 체계의 단점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어느 해의 

시험의 경우 영역@ ‘한국어략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문제가 어려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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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의 수험자가 성취 기준인 4QO/o를 넘지 못하였을 경우 수많은 과락자 

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쉬워서 대부분이 때%와 00%의 기준을 

넘을 경우， 능력 있는 교사에 대한 변별력 없이 대규모의 합격자를 %씬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1. 1. Z점수를 이용한 상대평가 방법 

국어기본법의 때%와 00%를 절대평가의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정규 

분포 가정 하에서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Z점수를 

사용하여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험자들이 받아 볼 성적표의 절대평가 원점수의 때%와 00%와 

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성적 통지 측면에서 혼동의 소지가 있다. 

박 정(2002)도 원점수와논 다른 점수 체제로 변환된 점수를 받게 되면 

수험자는 정서적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전하고 있는 측 

정 이론을 수능과 같은 공적인 시험에 도입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능의 경우도 191)년부터 원점수를 사 

용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점의 극복과 선택과목의 점수 조정을 위해 표준 

점수와 선택 과목의 점수 조정 방법이 도입되었대김신영 외， 1됐). 

아래의 표는 제3회 한국 내 응시자 218명의 점수 자료를 원점수를 이용 

한 절대 평가에 의해 국어학 영역과 한국어교육 영역은 40점， 총점은 00 

점을 기준으로 불합격자를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다. 오른쪽은 상대적 서 

열을 나타내는 Z점수7)를 통해 상대평가 40%와 00%를 합격 기준으로 시 

율레이션을 실시하여 불합격자를 표시한 것이다08) 

7) 1교시는 평균 00.00, 표준펀차 1α49， 2교시는 평균 aJ.aì, 표준편차 9.52, 합계는 평균 
62.93, 표준편차 8.m을 적용하여 Z점수를 산출하였다. 

8) Z점수에 따른 비율은 성태제(때)2: 575→576)에 수록된 표준정규분포표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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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교시 2교시 합계 Z점수 Z점수 Z점수 
원점수 원점수 원점수 1교시 2교시 합계 

~.OO 83잃 æ .l7 2.31 2.42 2.93 

2 75.00 91.67 83.33 o.m 3.30 2.28 

3 m.oo 73잃 81.67 2.33 1.37 2.00 

4 85.00 75.00 3l.00 u꽁 1퍼 1.91 

5 73.잃 83.33 78.33 0.74 2.42 1.72 

6 78.33 78.잃 78.33 1.21 1.m 1.72 

7 ffi.67 æ.33 77밍 2.01 0.85 u 
8 78.잃 76.67 η.밍 1.21 1.72 1.63 

9 85.00 æ.33 76.67 1.85 0.85 1.53 

10 75.00 78.33 76.67 o.m 1.m 1.53 

(중략) 

81 70.00 63.33 66.67 0.42 0.32 0.42 

82 66.67 66.67 66.67 0.10 0.67 0.42 

83 73.33 60.00 66.67 0.74 -0.æ 0.42 

84 70.00 61.67 ffi.83 0.42 0.15 0.32 

85 71.67 60.00 ffi.83 0.58 • o.æ 0.32 

ffi 61.67 70.00 ffi.없 rO.S용 1.02 0.32 

87 æ잃 63.잃 ffi.83 0.26 0.32 0.32 

88 78.1'3 53.33 ffi.잃 1.21 -\l73 0.32 

æ ffi.OO 66.67 ffi.83 -0.(Xì 0.67 0.32 

m 68.33 63.33 ffi.83 0.26 0.32 

91 71.67 58.33 ffi.oo 0.58 왔;짧‘ r 
、、‘‘。。 ι 

92 æ.33 61.67 ffi.oo 0.26 、 P았었。 
~영""뻐영 § 

93 75.00 ;n.oo ffi.oo o.m ι ι흉협홉eι낭 

94 63.33 66.67 ffi.oo -0.껑 0.67 ’繼、:、 ι ν 。」

;Otl繼 ;2
~ 71.67 58.33 ffi.oo 0.58 -0.20 ‘ ι ι ‘。‘r‘ -93 63.33 66.67 ffi.oo -0.껑 0.67 τμ앓흉앓“’ 

97 71.67 58.33 ffi.oo 0.58 -0찌 。繼웠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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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 76.õ1 53.33 ffi.oo 

ffi 00.00 70.00 ffi.oo 

(중략) 

131 7l.õ1 5l.õ1 6l.õ1 0.53 -0.00 -014 

m 6l.õ1 6l.õ1 6l.아 -o,l3 0.15 -0.14 

133 61.õ1 61.õ1 6l.õ1 -o,l3 

134 63.33 00.00 6l.õ1 -0.22 

13) 00.00 63.33 61.(η -0.5'3 

1lì 66.õ1 'JJ.õ1 61.õ1 0.10 

137 ffi.oo ffi.õ1 00없 -0.06 

133 63.33 53.33 00.&3 -0.22 

1æ 66.õ1 55.00 00.&3 

140 'JJ.õ1 ffi.oo 00.잃 

141 53.33 63.33 00없 

142 53.33 63잃 00.&3 

143 53.33 63.웠 00.&3 -0.00 O잃 -023 

144 53.33 63.33 00.&3 -o.!Ð 
145 63.잃 ffi.õ1 00.00 -0.22 

146 63.33 'JJ.õ1 00.00 

147 ffi.oo 55.00 00.00 

148 00.00 00.00 00.00 

149 않33 6l.E 00.00 -0.00 
>

150 ffi.oo 55.00 00.00 -0.06 -0.또 -0.33 

151 53.잃 00.00 00.17 -0없 

152 61.õ1 'JJ.õ1 0017 -{).웠 

1Eδ 00.00 53.33 ffi.l7 -0.않 

154 6l.õ1 ffi.õ1 ffi.l7 -0잃 

155 ffi.oo 53잃 00.17 -0.06 -0:염 -0.경 

1'JJ 66.õ1 51.õ1 ffi.l7 0.10 -0.00 -0.42 

157 61.õ1 55.00 53.33 -o.l3 -o.ffi ‘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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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tflfJ) -2.44 -{).ffi -1.12 

l13.õI -2.28 -{).‘,ffi -1.82 

l13.õI -3.æ -{).æ -1잃 

<6.&3 -1.~ - Ul) -1.91 

.fiæ -l.~ -IÆ -1.91 

44. 17 -2.44 -12; -2.00 

월æ -1.17 - 2,83 -2.19 

41.õI -2.00 -1.00 -2.37 

li83 -3.æ - 2.3) -3.<T2 

34.17 -2.44 -3.l5 -321 

28.:ß -3.71 -3.18 -3.83 

aE 40.00 

:m 41.õI 

:n:ß 

211 fD.OO 
212 45.00 

213 40.00 

214 53.:ß 

215 

216 -
217 

218 

없
 -뻐
 -때
 -뼈
 -뼈
 -없
 -짧
 

28.l3 

3100 

〈표 9. 원접수와 Z접수의 합격 기준선 비교〉 

제3회 시험 결과를 새로 시행할 국어기본법의 채점 기준에 적용하여 

시율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앞서 언급했던 문제 중 후자의 경우 즉 대규모 

합격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인다. 영역별 때% 이하의 과락자는 

전체 218명 중 1교시 4명 2교시 4명 중복 경우를 합하면 6명에 불과하다. 

합계 총점도 00% 이상을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했을 경우， 218명 중 

1~명이 해당돼 응시자의 &'3.8%가 합격하게 된다. 즉 그 해의 시험 난이도 

에 따라 펼기시험 합격자 규모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소지가 있다. 더 

군다나 총점은 합격선 o]^J에나 영역별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경 

우가 한 건도 없어서 과락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반면 오른쪽은 Z점수를 이용한 상대평가 방식이다'. Z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 영역에서 상대 서열 40% 이상인 자 총점에서 상대 서열 00% 

이상인 자를 합격자를 선정승}여 보았다. 합격자는 전체 218명 응시자 중 

88명으로 40.4%에 해당된다. 원점수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보다 28.4%P가 

낮다. 또 ID 8ß과 88의 경우 총점은 00% 기준 이상어나 각각 1교시와 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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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과락을 하여 불합격자가 되게 된다. 이렇듯 과락제도의 본래 취지 

를살릴수있게된다. 

Z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국어기본법의 점수 기준이 과락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Z점수는 영역별로 산출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될 국어기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의 네 영역으로 기존의 국어학， 한국어 

교육학보다 세분화 되어있다. 각 영역을 아래의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변 

호를 부여 하여 도출한 Z점수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공식을 활 

용하여 Z총점은 00%를 기준으로 나머지 ZI, Z2, Z:3, z!는 40%를 기준으로 

합격자를선정하면 된다 

영역번호 영역 배점 

@ 한국어학 m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lJ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 

@) 한국운화 lJ 

3xl점 

Z총성 = [(원점수 전체 평균) / 표준편재 
Z영역 1 = [(영역@ 원점수 전체 영역@ 평균) / 영역CD 표준편채 
Z영역2 = [(영역@ 원점수 • 전체 영역@ 평균) / 영역@ 표준편채 
Z영역3 = [(영역@ 원점수 전체 영역@ 평균) / 영역@ 표준편차l 
Z영역4 = [(영역@ 원점수 전체 영역@ 평균) / 영역@ 표준편차] 

〈표 10. 영역별 Z접수 환산 공식〉 

3.1 .2. T점수를 이용한 가중치 부여 방법 

1aJ 

18) 

Z점수를 이용하여 40%와 00% 기준으로 상대 평가하여 합격선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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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용이하나， 거기에서 그치면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영역별 배점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각 영역별 원접수를 평균 밍과 표준펀차 10의 표 

준점수인 T접수로 조정한 후 여기에 각 영역별 배점 비율을 부여하여 계 

산한 후 이 값에 일정한 성수를 곱하여 기존의 만점인 뼈점이 되도록 한 

대김현철， 1땐:2'，:경). 

그러므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각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만점을 받은 경우의 영역별 T점수를 계산하고， 영역별 배점 

비율을 곱한 다음， 이의 합이 %이 되도록 표준점수의 총점에 일정의 상 

수를곱하여 주변 된다. 

[iT! x 9얘Xl) + m x 3때Xl) + m x lffi/lXl) + m x 3뼈Xl)l x a = lXl 

〈표 11. T접수를 이용한 영역별 배점 가중치 부여 방식〉 

결론적으로 표준점수를 사용할 경우 Z점수를 이용한 상대평가 방법으 

로 합격자 선정을 할 수 있으나， 성적 통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반영된 T점수로 변환한 후 영역별 배점 가중치를 곱한 결과 

를 가지고 상대평가 40%로 세부 영역 과학의 합격선을 결정하고， 영역별 

T점수와 배점 가중치의 곱에 만점을 %으로 만들기 위한 성수를 곱한 

합격자의 총점을 가지고 상대평가 000/0 기준에서 합격선을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이 경우 수험자가 받게 되는 성적도， 영역별 T점수에 배점 가중치를 

곱한 것이 자신의 세부 영역 점수가 되고 영역별 T점수 합에 상수a를 

곱한 것이 자신의 총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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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항뿔이롤IK때| 의한 진점수 방식 

앞서 언급한수험자 1.0 
.9 

집단의 능력 차이에 .8 
.7 

대한 문제， 시혐의 난 p(6) E 
이도 조절 문제， 문항 4 

3 

별 난이도를 고려한 

수험자 실제 능력 측 0 
2 3 9 -3 -2 

정 문제 등을 해결하 〈그림 7. 문항특성곡선〉 

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점수 환산 방식은 문항반응이론(IRT : Item 

ReslX)n않 Th뼈)에 근거해 수험자의 실제 능력을 추정하는 진점수 방식 

이다. 

문항반응이론은 문항 난이도를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 집단의 능력분포 

에 상관없이 그 문항을 특성지우는 하나의 고유한 문항 특성으로 상정하 

고， 수험자 능력을 확률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고전검사 

이론처럼 검사 총점에 의해 수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 

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문항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문항특성독 

선(Item α뻐ClC때stic Curve)9)에 의해 수험자의 능력을 파악한다. 

문항반응이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TEPS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9) 문항특성곡선(Item 없rac떠istic C\ll"Ve)이란 피험자의 능력(8) 수준에 따라 검사의 

정답을 맞힐 확률， 즉 P(8)를 나타낸 곡선을 의미한다. 모든 문항특성곡선은 수험자 

의 능력이 높아점에 따라 문항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증가하는 S자 형태의 증가함 

수로 표현되며， 문항마다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형태의 곡선으 

로 나타난다. 문항특성곡선에서 가로축은 인간의 잠재적인 특성인 능력을 나타내며 

‘ 6 ’로 표기한다. 인간의 능력 범위는 무한하지만 이를 표준화히여 평균이 0이고 표 

준펀차가 l인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험자들의 능력은 3에서 +3에 위치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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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1DEFL, GRE 등의 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문항반응이론으로 자료 

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문항의 난이도나 변 

별도가 검사를 치른 집단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수험자들이 매번 다른 유형의 검사를 치른다고 해도 자신의 고유한 

능력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고전 검시아론에 의한 채점방식에서는 문항의 특성과 상관없이 문항을 

맞히면 1점， 툴리면 0점으로 처리하였는데， ‘문항의 특성’과 ‘학생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할 

때의 가장 큰 특정이다 따라서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분 

석하고 수험자를 평가한다면，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의 능력 점 

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대박 정， 때1a: 217-218) ,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진점수를 산출하게 되면 문항난이도와 문항 

변별도가 이미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했던 난이도 

에 따른 수험자의 실제 능력 측정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진점 

수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채택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문항별 가 

중치 부여 등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주관성 

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항반응이론의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문항난이도나 문항변별도 같은 

문항 모수치가 문항에 반응하는 수험자 집단의 특성에 의해 변화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즉 수험자 집단의 능력이 낮든 높든 각 회의 문항 모수 

치는 일관되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문항특성의 불변성(the 

invariance of i떠TIC뼈rac뼈stics) 흑은 문항모수치의 집단불변성(the group 

invariance of item parameter)라고 한대성태제， aX)1: ffi) , 이런 문항특성의 

불변성으로 인해 수험자 집단에 영향 받지 않고 매 회 일관된 기준의 문 

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된 문항 관련 정보 

는 향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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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특히 컴퓨터 방식의 시험 방식을 채택할 경우는 더욱 필요하 

게된다. 

요즘은 문항반응이론이 선다형 검시뿐 아니라 수행평가에도 적용되어 

문항 자료의 객관성을 분석하여 수행평가 문항도 관리하므로， 한국어교 

육능력검정시험의 면접 방식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0) 일반적으로 

선다형 문항을 분석하는 모형은 ‘이분 문항반응이론 모형(dichotormus 

ffiT mx:IeD’이라고 하며， 수행형 평가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은 ‘다 

분 문항반응이론 모형(fDlytormus ffiT mx:IeD’이라고 한대박 정， :m1a: 

218). 

아래의 표는 제3회 시험 응시자 원점수 상위 100명의 점수 결과이다. 

문항반응이론을 통하여 진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반응이 

론 모형은 2모수 때istic M뼈l이다.2모수 모형의 문항반응이론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혀는 문항 j의 변별도、 h는 문항 j의 난이도이다(박정， 

:m2: 1ffi). 

expI예(8i 벼) 

p(디 =118)=-•• • 

Thil8i bil 1 + expUdJ 이 

l교시 2교시 

m 맞은개수 맞은개수 원점수 원점수 진점수 

(00문항) (00문항) 
(1 +2)/2 순위 순위 

진점수 

57 ED 없.17 

2 45 ffi 없.염 

3 54 44 81.67 

10)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수행평가 문항 분석은 박 정(ax:J1b)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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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원접수와 진접수의 순위 비교〉 

〈표 11>에서 보듯이 원점수로 산출한 수험자의 능력과 진점수로 산출 

한 수험자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 읍영으로 처리한 것은 각 점수별 서열 

인데， 1위에서 4위까지는 원점수 방식과 진점수 방식의 순위가 동일하지 

만， ID5의 경우 원점수 방식에서는 78.33점을 받아 5위지만， 진점수 방식 

에서는 ffi.ffiJ점을 받아 11위가 되는 순위 변동 현생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ID 63의 경우는 그 폭이 상당히 큰 경우인데 원점수 방식에서는 63.33 

점으로 63위이지만， 진점수 방식에서는 76.쨌점으로 100위이다. 맞은 문 

항 개수가 82문항으로 원점수가 동일한 ID64와 비교해 보면， ID 64는 진 

점수가 00.쟁로 전체 순위 74위로 원점수가 같은 ID63보다 무려 $등이 

나 앞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ID63의 경 

우 전체 1때문항 중 82문항을 맞혔지만 난이도가 낮은 문항을 많이 맞히 

고，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적게 맞혀 그 반대 경우인 ID64보다 능력이 낮 

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진점수를 활용할 경우는 앞서 표준점수 방식에서도 영역별 과락제로 

인해 영역별로 표준점수를 계산했듯이， 진점수도 영역별로 계산해야 한 

다. 영역별 진점수를 구하고 마찬가지 상대평가 40%와 000/0 기준으로 필 

기시험 합격자를 선정하면 된다. 수험자에게 점수를 통보할 경우는 영역 

별 진점수에 배점 가중치를 곱한 것이 세부 영역 점수가 되고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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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것이 총점이 된다. 

[(TSI X !Xl/.ID) + (TSZ X 떼뼈) + (TS3 X 15때Xl) + (1'S4 X 떼1JXl)1 x a = lXl 

〈표 13. 진접수(T8 ‘ true score)를 이용한 영역별 배점 가중치 부여 방식〉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개관적으로 측정하여 국가 자격 인증을 하는 한국 

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예비 교사로서의 수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고 일관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채점 방식을 마련할 펼요가 있다. 박 정(때1떠도 

국가 수준의 대규모 평가 연구에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자료의 

분석 및 결과의 해석에 유용한 방법과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실 

제 자료를 통해 설증적으로 효용성을 검증하고 수능에 문항반응이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문항반응이론을 도입하면， 능력점수의 불변성이라는 특성으로 한국 

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반복해서 치르더라도 검사의 난이도에 무관하게 

수험자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국가 자격시험으로서 일관성 있는 점 

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교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여 추 

후에 문제 은행을 활용한 검사 개발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기존 ‘한국어능력 인중시험’에서 실시했던 원점수 이용 방식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어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 

험’에 적용 가능한 점수 환산 체계를 검토하였다. 기존 원점수 방식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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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일관성 확보의 문제， 수험자 집단의 비균 

질성으로 인한 동일 합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예비 교사로서의 수 

험자의 실제 능력 측정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 

한것으로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원점수 방식과， 대 

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표준점수 방식과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진점수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각 점수 환산 방식을 새로 공포된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한 세부 평가 영역과 가중치 비중을 반영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점수 환산 체계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분야 중， 예비 교원의 능력 

을 정확한 기준으로 검증해 내는 평가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양성 과정 

에서 섬혈을 기울여 배출한 예비 교원에 대해 정확한 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능력이 불충분한 교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흑은 능력이 충분한 교원을 선발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에 맞추어 :mì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제5 

회 시험부터는 보다 과학화되고 정밀한 평가 체계의 마련으로 한국어 교 

원 %앵 및 검증 제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주제어] 효댁어교육검정시험， 점수 환산 체계， 문항반응이론， Z 점수， T 점수 

* 본 논문은 arri. 11. II 투고되었으며， arri. 12. 3 심사가 시작되어， arri.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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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core Transformation System for the Korean Teaching 

Ability Test 

Park, Jae Hyeon 

The IJU11Xlse of this study was to exarnine the problems of the raw score 

sys따n of the current ‘b뼈n teaching ability test’ and to provide the specific 

solutions of the score 뼈nsfom빼on sys따n for the new ‘Ko1'않n 없C비ng ability 

test’ In the in떠-ests of analyzing rmre about latent problems in the cuπent 

k뼈n 뼈C비ng abiliη test’, how th，않e problems were solved and which 

persp:뼈ve of the score 때nsforrnation sys뼈1 was appropriate to the new ‘Koli얹n 

teaching ability test’, was the focus of the study. The aspects of the standalid 

없re using Z score or T score, and the true score of the 1떠n Response π1eory 

were 뻐alyzed through the various simulation rnethcxi to examine how those score 

transforrnation system were applied to the new ‘Korean teaching ability test’. 

The r，않버ts rev，얹led serious problems which may cause to obstruct the 

selecting compe뼈1t Korean lar핑uage teachers. In a며ition， the 00최 of the rmre 

systematic score transfom빼on systems were discussed. Along 때thth얹e 

finding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똥arch were 

discussed. 

[Key Wordl Korean teaching abiliη 않st， score transforrnation system, 1뼈] 

Response Theory, Z score, T sc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