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영어교육, 60권 2호 2005년 여름∗ 
 

영어과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전 병 만 (전북대학교)* 
박 준 언 (숭실대학교)  
안 병 규 (전남대학교) 
오 준 일 (부경대학교) 
유 제 명 (연세대학교) 
이 소 영 (인하대학교) 
김 신 혜 (계명대학교) 

 
Jeon, Byoung-Man; Park, Jun-Eon; Ahn, Byung-kyoo; Oh, Junil; Yu, Jay Myong; 
Lee, Soyoung; & Kim, Shin-hye. (2005). A study on improving English teachers’ 
competence in student assessment. English Teaching, 60(2), 3-27. 

The increasing need for accurate and valid assessment in the classroom requires English 
teachers to have expertise in student assessment, which is expected to result from 
well-established professional standards for student assessmen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by investigating Korea’s current state in 
student assessment and reviewing literature on student assessment and professional 
standards of language testers. It is confirmed that both pre-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s have not provided sufficient knowledge of an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student assessment. The literature review indicates tha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sources useful for developing professional standards for student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adapt them to the given educational circumstances.  

 
 

I.  서론  
 
전통적으로 영어 교사는 잘 가르치는 능력만 있으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
춘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
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잘 가르치는 능력만으로는 영어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어 교사는 학생 평가에 있어
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가의 결과가 학
생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hohamy, 2001) 영어 교사는 공정하
고 바람직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대되고 있다. 
                                                           
∗ 7인의 저자들은 공동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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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2004년 10월 28일 교육
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교육인적자원부, 200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06학년도
부터 교사는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 내용 및 기준을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교육계획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혹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단위학교별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2010년부터는 교과별 평가 대신 교사별 평가제를 중학교 신입생을 대
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 마디로,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평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인터넷뉴스 조선닷컴, 2004).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은 영어 교사에게 학생 평가의 전문성이 이미 있거나 
앞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성패는 무엇
보다도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과 책무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
스, 2004). 그러나 현직에 재직 중인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 양성 기관이 학생 평가 전문성을 함
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어느 정도 개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
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의 성패를 미리 예측하기는 무척이나 어렵
다고 하겠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사회가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
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대 이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영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필수적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Richards(2001)는 평가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들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교수-학
습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수업 및 교육과정 전반의 개선 노력에 최대한 반영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양한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학생의 평가가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신영, 2004). 
교사의 학생 평가가 교육과정 전체에 미치는 효과(impact)와 교수⋅학습 과정에 
미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s)를 고려할 때(Alderson, 2004; Alderson & Wall, 
1993; Bailey, 1996, 1999; Hamp-Lyons, 1997; Hughes, 2003; Madaus, 1988; McNamara, 
1998; Shohamy, 2001; Wall, 1996; Wall & Alderson, 1993),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
문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개발하
여 이를 사용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타당하게 해석하고 평가 결과를 수업에 반
영하며, 학생이나 학부모 등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와 관
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인식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은 폭넓게 인식되고 있
다. 하지만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 전문성에 어떤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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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교사 
양성 기관이나 교사 재교육 기관에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함양을 도
모하는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하여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도 미
흡한 실정이다(소경희, 2003). 
평가가 이해 당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
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영어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내신의 중요성
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은 적절한 수준의 평가 전문성을 갖추
도록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
어져온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 함양 노력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을 수립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학생 평가 전문성 함양 실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 함양은 예비 영어 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및 현직 영어 교사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연
수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학생 평가 전문성 함양 
실태는 이 두 기관의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예비 영어 교사 
양성 기관의 대표격인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김진완 외
(2004)의 연구에 따르면, 13개 국립대 및 19개 사립대 중 영어평가 관련 교과목
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 수는 22개교에 그치고 있다. 학교별 평균 영어평가 관
련 교과목 수도 0.69로 매우 낮다. 또한 개설한 학교 중에서도 영어 평가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
럼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영어평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영어교육 영역의 교과목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 학교별로 
평균 7.8개의 영어교육 과목을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평가 관련 과목이 필
수로 지정되지 않은 경향이 농후한 것은 영어과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함양
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김진완 외(2004)의 연구에서는 영어평가 관련 내용이 교사 양성 기관뿐
만 아니라 중등학교 영어 교사 임용 시험에서도 소홀히 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영어 교사 임용 시험의 경향을 보면, 영어학이나 영문학에 치중했
던 과거의 시험과 달리 일반영어와 영어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6∼6.3개의 영어교육 영역 문항 중에서 0.7개
만이 영어 평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즉 평가는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종합해 보건대, 사범대학에 개설된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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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과 임용고사에 출제된 문항들은 영어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현직 영어 교사 연수 기관은 연수 기회의 절대적 부족 및 교육내용과 
방법이 평가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의 교사 연수 기관 7개를 조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2004) 연구에 따르
면, 평가 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은 대부분 3시간 미만이며 1개 기관만이 평가이
론(6시간)과 더불어 듣기 평가(3시간), 수행 평가(2시간), 등 총 11시간을 평가에 
배당하고 있었다. 또한 996명의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들은 평가의 유형이나 평가도구의 제작 원리와 같은 이론적 내용보다는 평가도
구 및 방법 자체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평가 도구 제작과 채점에 대한 실습이 
교육 평가 관련 연수에서 강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건대, 현직 교사 연수 기관의 프로그램은 영어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교사들의 평
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예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 기관이나 교사 재교육 기관에서 평가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늘어가
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요구에 반해 이를 위한 제도적인 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
황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의 평가 
전문성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학생 평가 전문성의 구성 요인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의 구성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제7차 교육과정은 현장 교
사가 지켜야 할 평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평가 전문성의 
구성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로, 일반 교육학적 관점에서 제안된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의 구성 요소와 기준을 참조하여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
성의 구성 요인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외국의 연구기관이 제안한 외국어로
서의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요소와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
에 맞는 전문성의 구성 요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각 관점에
서 제공하는 전문성의 구성 요소와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영어 교사의 학생 평
가 전문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평가 전문성 

 
제7차 영어 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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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칙에 따라 학생 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첫째, 학습한 내용을 중
심으로 언어의 4기능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둘째, 평가 시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목표에 따라 분리 평가와 통합 평가를 적
절히 사용한다. 넷째, 의사소통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 분리 평가보다 
통합 평가에 더 비중을 둔다. 다섯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수시로 평가 ․ 점검
하여 부진 요인을 보충함으로써, 단계가 끝날 때 유급생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끝으로,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한다(교육부, 1998, p. 49) 
우선,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4기능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는 원칙은 말하기
와 쓰기처럼 학생의 직접 수행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못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키기 어렵겠지만,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이 의도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것이다. 
둘째로, 평가 시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한다는 원
칙은 영어 교과에 국한되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도구 
과목으로서의 영어의 특징을 충실하게 반영하려면 Bachman(1990), Bachman과 
Palmer(1996), Hughes(2003) 등이 주장하는 진정성(authenticity), 상호작용성, 현실
성, 역류 효과 등의 기준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타당도, 신
뢰도, 그리고 객관도는 흔히 서로 상충되는 자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평가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이러한 자질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로, 목표에 따라 분리 평가와 통합 평가를 적절히 사용한다는 원칙은 교
과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원칙에 해당된다. 얼핏 의사소통 중심 영
어교육에서는 분리 평가를 전적으로 배제해야 옳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가의 
목표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는 것이거나 수업 목표가 개별 언어 항목
의 학습이라면 분리 평가를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Messick, 1996). 언
제 분리 평가를 사용하고, 언제 통합 평가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중 일부에 해당한다.  
넷째로, 의사소통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 분리 평가보다 통합 평가
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의 핵심을 이룬다. 
아쉽게도, 교육과정은 언어기능별로 바람직한 통합 평가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로서는 스스로 이러한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다
른 교사를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로, 학업 성취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진 요인을 보충함으로써, 단계가 
끝날 때 유급생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상시적 평가가 교육의 효
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수시로 성취도를 점검한다는 
것이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학생의 영어능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교사의 주요 사명에 포함된다면 수시 점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평가 결과를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한다는 원칙은 평가가 단순히 점
수를 도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전병만 ⋅ 박준언 ⋅ 안병규 ⋅ 오준일 ⋅ 유제명 ⋅ 이소영 ⋅ 김신혜 

 

8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에 근거한 적절한 피
드백이 없이는 교수-학습과 평가는 서로 괴리되어 전체 교육과정의 점진적 개
선을 이루는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 원칙은 영어 교사의 학
생 평가 전문성의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 평가 계획 수립, 수업전략으로 평가를 활용하는 능력, 
다양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얻는 결과를 종합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토론
하는 능력, 평가의 질을 관리하는 능력,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고안하고 
실행하는 능력, 적절치 못한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치는 폐해를 이해하는 능력 
등 영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평가 관련 전문성의 전체적 모습에 대해서 체계
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성평가 혹은 과정평가보다
는 총괄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아울러, 교육
과정은 평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만 언급하고 있는데, 나
름대로의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진정성, 상호작용성, 현실성, 
역류 효과 등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안내도 제공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의 평가 원칙은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중 핵
심적인 구성 요소 몇 가지만 포함하고 있다. 이 원칙도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
여 나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 마디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구성 요소와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교육과정
이 제안하는 원칙들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면서 체계적인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전문성 구성 요소는 
다음에 기술하는 일반교육학 관련 기관에서 설정한 전문성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일반 교육학에서의 학생 평가 전문성 

 
영어교육학 영역에서는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일반 교육학 영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구성 요소와 기준을 제안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그리고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1990, 이후 AFT, NCME, & NEA로 부르기로 함)은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개발하였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인증할 때 교사 교육이나 연수를 시키는 
사람, 즉 교육자나 연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침  
•학생 평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가 스스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평가 도구  
•현장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교육자나 연수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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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안내  
•교육 측정 전문가와 교사 교육자나 연수자가 학생 평가와 학생 평가에 대
한 교사 교육이나 연수를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  

 
AFT, NCME, 그리고 NEA(1990)는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영역에 걸쳐서 학생 
평가 전문성을 구성하는 능력 요소들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수 결정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교수 결정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교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외부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와 교사가 개발한 평가 도구를 실시하고, 채점
하며,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개별 학습자, 수업 계획, 교육과정 개발, 학교 개선 등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학생 평가를 활용하여 타당한 성적 부여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 관련 인사, 동료 교사 등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비윤리적이거나 적절치 못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의 사용이 미치는 폐
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각 영역에서의 구성 요소들은 수업 시작 이전의 교사 행동, 수업 동안의 교
사 행동, 수업 이후의 교사 행동,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관련한 교사 행동, 그
리고 교육 단체와 관련한 교사 행동 등에서 구체화된다고 보고 있다. 각 종류
에 속하는 교사의 행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업 이전에 일어나는 교사 행동  

•학생의 문화적 배경, 관심사, 기술, 능력 등을 이해한다.  
•학생의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이해한다.  
•학생에게서 기대되는 수행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수업을 계획한다.  

 
나. 수업 동안에 일어나는 교사 행동  
•학생의 수업 목표 달성 과정을 모니터한다.  
•학생의 성취와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수업을 조정한다.  
•적절한 칭찬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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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판단한다.  
 
다. 수업 이후에 일어나는 교사 행동  
•학생이 수업의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기술한다.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생의 장단점에 관한 피드백
을 제공한다.  
•평가 결과를 학교의 상황에 맞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학생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수업 계획을 위해 수업 이전과 이
후에 얻어진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수업의 효과를 평가한다.  
•교육과정과 교수 자료의 효과를 평가한다.  

 
라.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관련한 교사 행동  
•학생의 학업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학교나 지역교육청
의 평가위원회에 참여한다.  
•개별 학교나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방법 개발이나 선택에 참여한다.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마. 교육 단체와 관련한 교사 행동  
•학습 목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 도 수준의 위원회에 참여한다.  
•지역교육청, 시, 도 혹은 국가 수준의 학습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시, 도 혹은 국가 수준의 학생 평가 결과를 해석한다. 

 
AFT, NCME, 그리고 NEA(1990)는 이러한 7개 영역의 기준들이 교사 양성 기
관이나 교사 재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앞에 제시된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구성 요소와 기준은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총괄평
가와 형성평가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하지
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충족시켜야 할 기준에
는 충분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 각 언어 기능에 대한 이해, 외국어 학습 이
론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고려할 때 
AFT, NCME, 그리고 NEA(1990)의 전문성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구성 요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영국의 초
등 및 중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와 관련하여 QCA(2004a)가 제시한 다음의 10가지의 원칙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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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
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교사의 수업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교사의 핵심적인 전문성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정의적 영향을 고려하여 민감하고 건설적이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학생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학생이 학습 목표 달성에 정진하고 평가의 기준
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학생에게 능력 향상에 대한 건설적인 안내를 제
공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자기 평
가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는 모든 학생의 능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위의 원칙들은 학습을 위한 평가, 즉, 형성평가의 중요성과 방법을 아는 내용 
기준과 이러한 평가의 실행을 통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행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지만, QCA는 총괄평가, 즉, 성취도 평가를 위한 다
양한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을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와는 독
립적인 학습의 평가(assessment of learning)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균형적인 통합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고 하겠다.  

QCA(2004b)는 학습을 위한 평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효과적인 질문방법을 사
용하는 능력, 채점 및 피드백 제공 능력, 학습 목표를 공유하는 능력, 그리고 
동료 및 자기 평가 실시 능력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학습 목표를 학생과 공유한다.  
•학생이 달성할 목표를 인식한다.  
•능력 향상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과거 수준보다 높은 수준까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고 믿는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생의 수행과 발전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한다.  
•학생이 개선할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과 발전에 필수적인 동기와 자신감
을 북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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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들은 형성평가, 즉,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가 갖출 성격에 대
한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QCA(2004b)는 QCA(2004a)와 마찬가지로 
형성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목적이나 형태의 평가가 교수-학습에서 중
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QCA는 수업의 일부로 
일어나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 기준만 제시하였고,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
문성 기준을 설정하려면 QCA보다 넓은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영어교육 관련 기관이 제시한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 

 
영어 학습자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전
제 하에, TESOL(2003)은 영어 교사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능
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교사는 전문
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 이외에 교수 능력
을 갖추어야 하며, 언어학, 응용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사회언어학, 언어교수법, 
교육과정과 평가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어 교사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 즉, 영어 교사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는 이러한 전문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TESOL(2002)은 교사의 전문성을 계획(planning), 교수(instructing), 평가(assessing), 
학습자 집단 이해(identity and setting), 목표언어(language), 학습(learning), 내용(content), 
그리고 전문성 함양 의지(commitment to professionalism) 등의 8개 영역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평가 전문성을 설정한 근거로, 학생의 지적 및 언어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과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TESOL(2002)은 교사의 학
생 평가 전문성이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p. 3-4).  

 
•학습자의 수행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교수 이전에, 교수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교수가 끝난 후 학습자의 수행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문서로 남길 수 있다.  
•학습자의 배경, 선호, 그리고 기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교수 이전에, 교수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교수가 끝난 후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다양한 공식적 평가도구와 비공식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다.  
•학습자들을 자기 평가에 개입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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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학습 목표와 관련지을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사용할 수 있
다.  
•교수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다.  
•교사가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제작된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
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을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학습자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위의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TESOL(2002)은 제7차 교육과정보다 영어 교사
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더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은 
6개의 평가 원칙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TESOL(2002)은 14개의 평가 전
문성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총괄 평가에 치중한 제7차 교육과정 평가 
원칙과는 달리 TESOL(2002)은 형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기주
도적인 학습에 필수적인 자기 평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아쉽게도, TESOL(2002)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사의 평가 전문성 중 주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이라는 전체적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하지는 못했다. 즉,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 성취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학생의 필요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 수업전
략으로 평가를 활용하는 능력, 다양한 평가도구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능력, 평
가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능력, 신뢰도와 타당도 이외의 평가도구의 자질을 
이해하는 능력 등은 전문성의 구성 요소와 기준에서 대부분 누락되어 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열된 전문성 기준 사이의 관련성을 이론적 모형에 입각
하여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의 
구성 요소와 기준을 설정하는 데 TESOL(2002)을 그대로 응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중에서 내용 기준
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TESOL(2002)에만 근거하여 우리
나라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2003)은 외국어로서의 영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외국어 평가의 규범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평가가 교수와 학습의 핵
심적인 부분으로 포함될 때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평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효과적인 외국어 평가에 대한 입장은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p. 3).  

 
Assessment in modern foreign languages is most effective when it is seen as an 
integral part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scheme of work clearly indicate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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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sequences of lessons and expectations of pupils are made explicit in 
terms of progression through the national curriculum levels ... When planning 
individual lessons, teachers clearly identify learning objectives and how they will 
monitor pupils’ progress in their achievement, taking account of informal as well as 
formal assessment. They make effective use of this information to help pupils to 
improve their skills in understanding and using the target language, and modify 
subsequent lesson plans accordingly. Pupils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they 
know and can do, and what they should do next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This 
close monitoring of pupils’ learning helps them to achieve their potential ...  

 
즉, 평가는 교수와 학습 과정을 돕는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교
사는 평가를 통해 교수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교수 행동을 적
절히 수정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2003)은 수시 평가, 채점과 피드백 제공, 교수와 학습 과정에 필요
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 외부 준거 활용 등 4개의 영역에서 교사의 학생 평
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시 평가: 교사는 상시 평가의 형태로 학습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하여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채점과 피드백 제공: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
록 교사는 명확한 채점 기준이 사용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수와 학습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 평가가 교수와 학습 
과정에 통합될 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
수와 학습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
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준거 활용: 학생의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비교, 교육과정 
개선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이 설정한 준거가 아니라 외부
에서 설정한 준거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2003) 역시 QCA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구성하는 제반 요인을 추출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학생 평가 전문성 구성 요인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다. 
각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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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정에 적합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학생 평가 전문성 요소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평가의 윤리성 문제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  학생 평가의 윤리적 기준 
 
윤리적 기준은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먼
저 평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윤리적 규범(the code of ethics)은 평가 
전문가의 도덕성과 이상(ideals)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평가 전문가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에 해당된다(Davies, 1997). 반면
에, 실행 규범(the code of practice)은 윤리적 규범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평가 
전문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전문가로서의 잘못된 행동
과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명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Thrasher, 2002). 

Hamp-Lyons(1998)는 공정한 평가의 기저를 이루는 윤리적 규범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평가 상황에 적절한 윤리적 규범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녀는 윤리적 규범을 언급하면서, 원래의 의도된 목적과는 달리 수험
자를 국가, 직업, 교육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시험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부적
절한 시험의 사용은 시험 개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험 개발 기관
의 권고와는 다른 목적으로 시험 점수가 활용될 때 시험 개발 기관의 책임인가, 
교육보다는 시험 연습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시험 대비 
학교가 야기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시험 개발 기관은 책임이 있는가 등의 질문
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없었지만, 
사회마다 상이한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나라 영어 교사는 독특한 평가 상황에서 학생 평가를 실행에 옮겨야 한
다. 따라서, 영어 교사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설정하기보다는 실행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행 규범을 윤리적 기준
(ethic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기준의 적용 대상, 즉, 윤리적 기준
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NCME)은 윤리적 기준이 교육
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평가에 관여하는 회원에게 적용된다고 본다(Schmeiser, 
Geisinger, Johnson-Lewis, Roeber, & Shafer, 1995). 반면에, the Joint Committee on 
Testing Practice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은 다음과 같은 입장
을 취하고 있다(Joint Committee on Testing Practices, 1988, p. 9). 

 
The Code of Fair Practices in Education states the major obligations to test 
takers of professionals who develop or use educational tests. The Cod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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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t to apply broadly to the use of tests in Education (admissions, 
educational assessment, educational diagnosis, and student placement). The 
Code is not designed to cover employment testing, licensure or certification 
testing, or other types of testing. Although the Code has relevance to many 
types of educational tests, it is directed primarily at professionally developed 
tests such as sold by commercial test publishers or used in formally 
administered testing programs. The Code is not meant to cover tests made by 
individual teachers for use in their own classroom.  

 
NCME는 윤리적 기준이 모든 평가 관련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APA는 표준화된 대규모 시험을 이용하는 평가 관련자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APA는 개별 교사가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
는 시험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교사가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 결과의 해석이나 활용 범위가 교실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영어 교사는 교내 평가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걸려 있
는 중요한 시험에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하며(Thrasher, 2002), 바람직
한 평가를 구안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Hughes, 
2003). 이런 이유에서, 윤리적 기준의 적용 대상에 관한 APA의 관점보다는 NCME
의 관점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윤리적 기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사에게 적용할 윤리적 기준을 설정
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외국의 학술단체가 제안한 윤리적 기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The Japanese Language Testing Association(JLTA)의 윤리적 기준 

 
일본의 JLTA는 다음 6개 영역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Thrasher, 2002).  
 
•모든 상황에서 바람직한 평가 실행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  
•시험 개발자와 시험 문항 작성자의 책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기관의 책무  
•상업적으로 개발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기관의 책무  
•시험 결과 이용자의 책무  
•특별한 고려 사항  

 
첫째 영역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 개발자는 시험 전체 혹은 각 부분이 측정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시험의 목적이나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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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제시하되 수험자와 다른 관련 집단이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교사는 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그리
고 평가 결과의 보고 사이에 최대한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JLTA는 교사를 포함한 평가 전문가 집단이 시험을 개발하고 문항을 
쓰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영역의 윤리적 기준
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이다(Thrasher, 2002, p. 4).  

 
•시험 개발자는 측정할 능력(construct)을 결정하고 이 능력을 어떻게 조작
적으로 정의할지를 정해야 한다.  
•시험에 포함할 과업이 결정되면 그 특징(specifications)을 자세하게 구체적
으로 명시해야 한다.  
•문항 개발자의 작업은 문항을 사전 시험에 활용하기 이전에 개선되어야 
한다. 사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이전에 문항을 분석해야 한다. 의도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항은 보고할 
수험자의 최종 점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관식 혹은 수행 중심의 시험에서는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
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 기준표가 수험자의 수행 정도를 신뢰할만하게 
채점하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점자는 채점 훈련을 받아야 하며, 채점 이후에는 채점자간 신뢰도와 채
점자내 신뢰도를 계산하고 발표해야 한다.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 시험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험자가 사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수험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채점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고 채점 과정을 점검하여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수험자와 다른 관련자(stake-holders)가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셋째 영역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다루고 있다.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관은 시험의 성격, 시험
이 측정하고자 의도한 능력, 채점 기준, 그리고 평가 결과 보고 방식에 관한 
정보를 모든 가능한 수험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해당 기관은 어떤 수험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시험 
실시는 균질성을 유지하여 모든 수험자에게 동일한 지시, 동일한 시험 시간, 
동일한 보조 용구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시험 실시의 균질성에 의구심을 불
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점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수험자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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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채
점을 하는 동안에 해당 기관은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가 정확하게 채점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채점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기
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채점 과정이 의도대로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험을 치른 수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서로 
다른 시험이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양
식(test form)이 다를 때에는 양식간 신뢰도가 확보 되는대로 신속하게 발표해
야 한다. 이 영역의 윤리적 기준도 현장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사는 시험의 
성격,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능력, 채점 기준, 평가 결과 보고 방식에 관한 정
보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없도록 감독해야 하고, 여
러 교사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동일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는 시험 사이의 동질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영역은 상업적 시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상업적으로 개발된 시험을 
도입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상업적으로 개발된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상업적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JLTA은 이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6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영역은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JLTA는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래 5가지의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평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하게 확보한 시
험의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이 측정하고자 의도한 능력이 해당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도록 해
야 한다.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시험 결과가 어떤 제한점이나 한계점을 가지는
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시험의 표준측정오차(the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 영역은 앞의 영역 중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는 윤리적 기준
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JLTA는 규준 지향 평가(norm-referenced testing), 
준거 지향 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ing), 그리고 컴퓨터 응용 평가(computer 
adaptive testing)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규준 지향 평가에서는 
점수의 기준을 설정할 때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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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집단의 특징이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반면에, 준거 지향 평가에 있
어서는 내용 전문가가 준거의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며, 준거 지향 평가
의 경우에 상관관계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
에 준거 지향 평가에 적합한 통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 응용 평
가에 있어서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근거한 추정치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험자 집단의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하고, 컴퓨터 응용 평가
의 원리에 대해 수험자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시
험을 치는 데 적절한 전략에 관한 충고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JLTA의 윤리적 기준에서는 모든 수험자와 관련 당사자들이 
최선의 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JLTA의 
윤리적 기준은 실행 수준의 진술로서 교사가 학생 평가를 함에 있어서 충족시
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 원칙과 기준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아쉽게도, JLTA가 
제시한 윤리적 기준은 평가자의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서 수험자의 인간 
존엄성 존중, 비  유지 등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인
상을 준다.  

 
2. The International Language Testing Association(ILTA)의 윤리적 기준 

 
ILTA는 언어 능력 평가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제안
하였다. ILTA의 제안은 평가 전문가가 독립적이고 도덕적인 개체(independent 
moral agents)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의, 정의, 그리고 공의로운 사회 지향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International Language Testing Association, 2000, pp. 2-6).  

 
Principle 1  
Language testers shall have respect for the humanity and dignity of their test 

takers. They shall provide them with the best possible professional consideration and 
shall respect all persons’ needs, values and cultures in the provision of their language 
testing service.  

 
Principle 2  
Language testers shall hold all information obtained in their professional capacity 

about their test takers in confidence and they shall use professional judgment in 
sharing such information.  

 
Principle 3  
Language testers should adhere to all relevant ethical principles embodi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when undertaking any tri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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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r other research activity.  
 
Principle 4  
Language testers shall not allow the misuse of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or 

skills, in so far as they are able.  
 
Principle 5  
Language testers shall continue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sharing 

this knowledge with colleagues and other language professionals.  
 
Principle 6  
Language testers shall share the responsibility of upholding the integrity of the 

language testing profession.  
 
Principle 7  
Language testers in their societal roles shall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language testing, assessment and teaching services, promote the just allotment of 
those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society regarding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proficiency.  

 
Principle 8  
Language testers shall be mindful of their obligations to the society within which 

they work, while recognizing that those obligations may on occasion conflict with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ir test takers and to other stakeholders.  

 
Principle 9  
Language testers shall regularly consider the potential effects, both short and long 

term, on all stakeholders of their projects, reserving the right to withhold their 
professional services on grounds of conscience.  

 
첫 번째 영역은 수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요약된다. 평가 전문가는 최고 양질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험자의 필요, 
가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수험
자의 성별, 인종, 언어 배경, 종교, 정치적 신념 등에 따라 수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수험자를 원래의 평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평가 
전문가와 수험자와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 평가를 통
한 연구를 할 때에는 수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명확하게 쉬
운 언어로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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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수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두 번째 영역은 평가와 관련된 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수험자로부터 얻어낸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비 로 보관해야 하며, 
입학이나 채용 등 경쟁시험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엄격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를 위해서 동료가 정보에 접근하
되 정보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배려해야 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
우에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영역은 실험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시험을 이용할 때 평가 전문가는 
모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의 시
험과 관련된 연구는 정당성을 지녀야 하며, 수험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하며, 연구의 결과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표되어야 한다.  
넷째로, 평가 전문가는 가능한 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전
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수험자의 이익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언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률과의 상치(non-conformity), 종교적 가치, 환영받지 못하는 이민자의 지위 
등을 결정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수험자의 인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가담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영역은 평가 전문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최고 양질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
의 전문성을 부단히 연마해야 하며, 다른 평가 전문가와의 협력이나 상호 작용
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평가 전문가와 공유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최선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영역은 평가 전문가 집단의 유대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윤리적 기
준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뒷
받침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
야 하고, 다른 평가 전문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일곱째로, 평가 전문가는 평가의 질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평가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평가 관련 서비스 제공자
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수험자가 최고 양질의 평가 관련 서비
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재정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
하는 평가가 실시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와 관련된 학술 정보를 
해석하고 공유해야 하며,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중의 논쟁에 
학술적으로 충분한 기여를 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자신만이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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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영역은 평가 전문가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가 수험자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책
임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가 
얻어지면 수험자나 다른 당사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신
이 속한 사회의 평가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사
회의 요구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평가 관련 서비
스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전문가는 시험이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혹은 장
기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양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평
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전문가는 자신이 
관여한 평가 관련 업무의 윤리적 결과를 평가할 책임을 가진다.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평가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
의 평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평가 전문가는 동
료 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결정을 내리되 최종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입각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ILTA의 윤리적 기준은 교사보다는 평가 전문가 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윤리적 
기준이 현장 교사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JLTA의 기준보다는 다소 추상적이
지만 평가 전문가 및 교사 집단에 대해 광범위한 행동 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교사가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적 ․ 교육적 책무를 다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특히, 마지막 원칙은 평가가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
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윤리적 기준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윤
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중
등학교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에 관한 상황적 특징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 둘 다 실시해야 한다. 형성 평가는 매 수업 
시간 중에 영어 교사가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총괄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평가의 결과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며, 내신 성적은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기타 관련자들이 평가의 
절차와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
어 교사는 학생 평가 시에 항상 공평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평가에 투여하는 인적 자원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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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제를 갖추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충분한 인적 자원과 재원을 확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어 교사는 매우 힘든 상황에서 바람직한 평가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넷째로, 영어 교사 개개인의 독창적인 평가 방식을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영어 교사는 학교 수준에서 정한 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평가 방식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편이다.  
끝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 교사에게 영어가 모국어는 아
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동원하는 데 원천적으로 애로를 느낀다. 따라
서,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만 갖춘 영어 교사는 원어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동료 교사와 협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원어민 접촉과 동료 교사와의 
협력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V.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잘 가르치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 외에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학생 평가의 전
문성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일련의 선행 
연구(QCA, 2004a; TESOL, 2003; Wall, 1996, 1998) 역시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
한 이론적 관심의 부재 및 실질적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을 다룬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교사 양성 기관 및 재교육 기관에서 교
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학생 
평가 전문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외국의 사례에서 드러난 장, 단점에 대
한 면 한 검토와 우리나라 고유의 학생 평가 상황을 반영한 학생 평가 기준의 
설정,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영어 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모형의 구축, 더 나아가 이러한 모형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
는 정책적, 제도적, 행 ․ 재정적 측면의 지원 등과 같은 좀 더 종합적인 신장 방
안의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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