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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d the test construction practices of 8 teachers who taught a reading 
course in a college English program at a private university in Daegu. One of the 
program’s objectives was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English proficiency through 
learner-centered, four-skill-integrated, and strategy-oriented instru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teachers’ test construction practices and to see if their tests 
complied with the program goals. The data collected included the teachers’ final tests 
and syllabus. The teachers’ tests were analyzed in terms of number and type of the test 
ite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and varieties in the teachers’ tests far 
outweighed the similarities. This implied that although the teachers tried to reflect the 
program objective into their tests, most of them were not very successful, most probably 
with the lack of knowledge about testing. Therefore, testing-related workshop or teacher 
training seemed to be urgently needed for the teachers. Future direction of the study was 
also discussed. 

 
 

I.  서론 
 
최근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다양한 개선의 움직임과 함께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종래의 교사중심적 강독형 수업이 의미소통 
중심의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여러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전담기구
나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된다(박준언, 2005). 또한 많은 영어교육자들이 대
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
였다(정동수, 김해동, 2001; 정영숙, 최영승, 2002;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조정순, 2002).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제언은 수준별 수업, 학습자의 필요에 부
합한 다양한 수업 개설, 필수 학점의 상향조정, 성적인증제, 소규모 수업을 포
함한다. 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ology)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통합형의 학습 
(송미정, 박용예, 2004), 전략중심적 학습(박영예, 1999), 조활동을 통한 학습 
(Yeungjoo Bang, 2002)에 관한 사례연구들이 있으며 이 연구들은 각 방법이 모두 
종래의 전통적인 교수법보다 더 우수한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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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양영어 수업이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교수 방법론까지 상당한 변
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연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실제 교실 수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평가 부분에서는 연구가 별로 없었다. 교실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업내용과 과정의 적절성, 교수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교사는 이 정보를 차후 수업에 반영하여 수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Bachman & Palmer, 1996; Hughes, 1990).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종래의 평가 관행은 교사가 출제한 비맥락적인 유형
의 지필고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런 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을 제대로 측
정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실행된 제7차 영어교육 과
정에서는 통합평가를 지향하면서 수행평가를 도입하였다(교육부, 1997). 이것은 
분리평가 방법에서 사용된 단순한 암기력과 이해력의 측정에서 벗어나 창의적, 
비판적, 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합적 평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뿐 만 아니라 대학에도 도입이 되었다. 따
라서 다양한 요소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대학 영어 교실
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로 이루어진 지필고사가 학습자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시험문제 분석을 한 연구
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프로그램의 성격과 운영 면에서 전반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교양영어 교실에서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지 
그리고 이 시험문제들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수업방침과 목표에 어느 정도까
지 부합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교양영어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교양영어를 가르
치고 있는 교사들의 시험문제 출제양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II.  문헌연구 
 

1. 평가와 교양영어 학습과의 관계 
 
평가이론에 따르면 시험문제 작성에는 신뢰도(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진정
성(authenticity), 상호작용성(interactiveness), 영향(impact), 실용성(practicality)과 같
은 여러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필수요건이 된다(Bachman, 1990; Bachman & Palmer, 1996; Cohen, 1991; Hughes, 
1990; Popham, 1995). 시험문항이 정말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측정하였는지를 평
가하는 것이 타당도 평가이다. 신뢰도는 그 시험이 얼마나 측정오차 없이 일관
되게 그 집단을 측정하느냐이다.  
모든 수업의 평가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는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하지만 
교양영어의 경우에는 일반 과목과는 달리 실용성과 공통성이 평가의 중요한 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대학 교양영어 시험문제 출제양상 

 

269 

소가 된다. 교양영어는 한 대학의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과목”이
기 때문에 교사들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여건에서 쉽게 사용하고 객관
적이며 타당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김충배,1988; 이영식, 1993). 또한 교
양영어는 동일과목이 분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과별 혹은 수준별 수
업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겠지만 각 반 마다 학습목표, 과정,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교양영어 전담기구나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교재, 진도, 수업과 평가의 표준화가 
일정 수준으로 수립이 되어서 각 반 사이에 일관성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교양영어의 수업운영은 담당교사의 
재량권에 주어져 개별적으로 수업과 평가가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고되었다(김충배, 1988; 조동완, 1997; 표경현, 2003). 
평가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대학 영어 교실에서 평가는 학습자의 성
적을 산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며 개별 학습자의 능력을 파악하여 향후 수
업에 반영하기 위한 ‘역류현상(washback)1의 목적도 있다(Bachman & Palmer, 1996).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출제 시 역류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Kim, Duk-ja & O, Kyungmi, 2002). 

 
2. 선행 연구에 나타난 시험과 평가의 양상 

 
임병빈(1995)은 고등학교의 영어시험의 평가를 위하여 80명의 교사들을 설문조
사하고 10개 고등학교의 시험문제를 분석하였다. 시험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
사들은 대체적으로 상황 맥락에 관계없이 고립된 언어요소를 시험문항으로 하여 
문법, 어휘, 발음, 번역에 관한 문제를 다수 제출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사
들은 출제를 할 때 사전계획에 따라 평가목표의 설정, 평가내용의 선정, 평가방
법의 결정, 문항분석 및 검토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시험의 출
제방식에서도 단독출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출제시의 검토과정도 교사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좋은 평가제작이 어려웠다. 또한 평가결과를 분석하
여 향후 수업지도에 반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이 외에도 평가자인 교사 스
스로 평가에 관한 기초지식 및 실제 수행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였다. 
김충배(1988)는 109개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양영어의 시험출제 경향을 연
구하였다. 교양영어 평가내용의 비율은 해석력, 독해력, 문법 및 구문, 어휘력, 
기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출제방법 상 공동출제가 65% 그리고 개별출제가 
35%정도였다. 시험문제를 검토하였을 때 소수의 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시험의 
목적, 신뢰도, 타당도가 의심이 가는 안일한 출제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같
은 조사를 바탕으로 김충배는 강독시험은 이 과목을 통해서 개발이 기대된 독
                                                           
1 역류현상(washback)은 시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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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 응용력, 활용력이 적극적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원어민과 내국인 교수의 공동출제를 통한 새로운 시험의 시
도를 하였다. 시험제작에서 글의 중심사상, 세부내용, 진위, 제목, 결론, 추론, 
작가의 태도에 관한 항목을 도입하고 종래의 해석과 번역을 지양한 생각과 분
석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시험문제의 질적인 향상
으로 다소 어려웠지만 실력을 발휘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또한 성적관리도 전산화가 되어 각 교사가 아닌 교양영어 프로그램
에 의해 관리가 되어 객관적인 신뢰성이 높아졌다. 
임병빈(1995)과 김충배(1988)는 각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시험 문제지를 
분석한 반면 조동완(1997)은 시험문제의 출제 시 평가문항 작성 지침서의 활용
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는 상당수의 교사가 평가문항 작성 지침서가 없
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을 정
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하여서는 평가문항의 성격과 목표, 문항의 선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지침서에 근거하여 문항을 작성하
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몇 명의 평가 전문가와 함께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연구자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침서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게 한 후 설
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지침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였다. 조동완은 특히 문항작성 경험이 별로 없는 교사에게 지침서가 더욱 유용
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험문항 작성시 지침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
나 지침서의 개발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현실적용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을 하였다. 
표경현(2003)은, 시험문제의 출제관습이나 문제점에서 방향을 돌려, 대학 교
양영어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전반적인 교실 평가를 하는 지에 
관하여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인 연구를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필형 객
관식 평가를 가장 많이 하며 그 다음 수행평가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객관식 
평가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현실적인 교실 맥락에서의 시험실시 및 채점 용
이성과 언어평가로서의 적절성이었다. 평가 중에 기말고사는 표준형으로 공동
출제가 되는데 교양영어 수업 지침서에 따라 몇 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출제하
여 다른 교사로부터 교정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출제를 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을 유지하였다. 나머지는 개별교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표경현은 교실평가의 제
반 문제를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잘 들려주었
지만 교사들이 출제한 지필 고사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의 시험문제 출제와 평가관습, 이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어떤 연구도 한 대학의 교양
영어 프로그램 내에서 행해지는 교사들의 시험출제 관행에 관한 것은 없었다.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연구가 필요
하다. 교사들의 시험출제 양상의 분석은 교사들이 어떤 것을 평가의 중요한 요
소로 생각하는지, 시험이 수업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학습자의 능력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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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평가하고 있는 지와 같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연구는 궁
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실태파악과 더 나은 운영을 향한 방향성을 제공하여
주며 이와 비슷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영어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사들의 시험문제 
출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교
양영어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는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2) 이 시험
문제들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방향과 각 교사들의 수업목표에 따
라 출제가 되었는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참여교사 
 
본 연구는 대구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교(Y대학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읽기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사들의 전반적
인 시험출제 관행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별 교사에 대한 심도
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교사는 외래 강사로 7명은 영문학 박사 
소지자였으며 1명은 영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6명은 여성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남성이었다. 모든 교사들은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교양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 이상이었다. 분석에서 이 교사들은 교
사1, 교사2와 같이 표기가 되었다. 

 
2) 교양영어 프로그램 

 
Y대학교에서는 이전 학기까지 교양영어 담당교사들에게 어떠한 수업방침과 
지침도 제공하지 않고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수업의 운영을 맡긴 취약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2004년 2학기에 교양영어 운영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
원회는 전반적인 교양수업의 목표와 수업방침을 결정한 다음 교사들에게 워크
샵과 소규모 교사모임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의미중심의 
수업을 목표로 과거의 교사중심의 강독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수업을 활성화하
고 다양한 정보를 학습자가 얻을 수 있도록 전략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라는 권
장을 받았다. 각 교사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취지를 기초로 교
수요목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수업목표 하에서 각 교사는 자신의 
수업스타일과 신념에 부합하는 교수요목을 작성하였다. 위원회는 이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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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의 방침에 관하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교사들은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중급영문독해는 Y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한 과목이었다. 
이 과목은 3학점으로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이 있었으며 각 수업은 75분간 진행
되었다. 참여 교사들의 대다수는 이 수업을 2개 반에서 가르쳤다. 교양영어 수
업은 영어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의 몇 명의 전담교수와 외래강사에 의하여 진
행되었다. 본 연구가 행해지던 학기에 한 전담교수가 이 과목을 가르쳤지만 기
말고사를 치르지 않아서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각 반의 정원은 40-70명 정도였
으며 수준별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교재는 McGrowHill에서 출간된 Global Outlook: Intermediate Reading이었다. 
이 교재에는 각 장마다 독해전략이 있었으며 다양한 지구촌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부교재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되었다. 

  
2. 자료수집 

 
1) 시험지 

 
본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8명의 교사가 전자메일을 통하여 기말고사 시험지
를 송부하였다. 기말고사의 사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기말고사를 
치른 후에 시험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시험지의 제출은 자율적이었기 때
문에 중급영문독해를 가르치던 11명의 교사가운데서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은 
두 명의 교사와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한 교사는 연구
에서 제외되었다. 

    
2) 교수요목(syllabus) 

 
교수요목은 교사의 수업목표, 방법, 내용, 평가기준, 관행을 일목요연하게 보
여주어서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방향과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시험출제 양상을 분석할 때 교수요목은 시험문제가 수업목표, 과정, 내
용과 부합하는지를 알려주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수업을 관찰하게 되
면 좀 더 정확하게 수업과 평가 사이의 상관성을 파악하겠지만 이것은 현실상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목만이 시험문제 평가의 부차적인 자료로 사
용되었다.  
모든 교사의 교수요목에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업목표가 반영이 
되어있었다. 가령, 대부분의 교사는 학습자가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전략기술을 
익히고 수업시간에 협동수업을 통하여 여러 발표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교
수요목에 명시하였다. 평가요소에는 학습자의 출석, 수업참여, 과제물, 퀴즈, 중
간고사, 기말고사를 공통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기말고사의 비중은 1명의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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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로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30%로 두었다.  
 

3. 자료분석 
  
 교사들의 시험지를 유형별, 내용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대학
교의 교양프로그램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시험
출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처리는 하지 않았다. 시험
문제의 분석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범주를 참고로 하여 분석의 카테
고리를 만들었다(김충배, 1988; 임병빈, 1995). 시험문제의 분석 카테고리는 다음
과 같이 구성되었다: 시험 문항수, 시험 유형수와 유형별 출제경향. 각 유형은 
문법, 어휘, 독해, 전략, 해석, 작문으로 구분되었다. 
위의 카테고리에서 어떤 영역은 다른 영역의 하위범주에 속할 수도 있지만 
분석의 편의상 각기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전략의 사용은 독
해를 위한 것이어서 독해의 범주에 속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도 독해
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각기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 유
형별 구분이 끝난 후에는 각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양상을 교수요목과 비교를 
하여 수업목표와 평가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교수요목에 나
타난 교수, 평가목표와 지침사항 중에서 통합적인 수업(예: 읽기와 관련된 역할
극이나 발표)에 관한 평가는 중간, 기말고사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평가되
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IV.  시험지 분석 결과와 논의 
 

1. 각 교사가 출제한 시험의 문항수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의 문항수는 표 1에 나타나듯이 7-37개였다. 임병빈 

(1995)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제출한 시험문제의 평균 문항 수는 26-30이
었다. 수능을 목표로 하여 표준화된 시험양식이 존재하는 고등학교 영어시험의 
문항수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출제되는 대학 교양영어의 시험 문항수
를 서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각 교사가 출제한 문항수에 상당한 차이
가 나타난다. 어떤 대학에서는 공동출제로 모든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여 40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김충배, 1988). 

 
표 1 

시험의 문항수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31 7 17 20 7 27 3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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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의 많고 적음이 시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문항수의 결정에는 
문제 유형의 성격, 각 문항의 점수 배분과 이외 교사가 고려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문항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하겠다. 첫째, 문항수가 적을 경우(예: 교사2와 교사5) 각 문항별 점수 배분
이 높기 때문에 실력이 낮은 학습자는 실력이 높은 학습자보다 점수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 둘째, 개별 과목이 아닌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볼 때, 다양한 
문항수는 동일한 수업을 가르치는 각 교사의 수업과 평가방식에서 일관성이 부
족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어떤 반에서 수강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내
용과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 각 교사가 출제한 시험의 유형수 

 
각 교사는 1-5가지에 이르는 유형의 시험문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4명의 
교사는 3가지 유형을 사용하였다(표 2). 시험 문제의 유형수도 문항 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교사간의 평가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평가
목적에 따라 문제유형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사2나 교사8의 경우 소
수의 문제유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력을 제한된 범주에서 측정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의 전반적인 독해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성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반대로 교사1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문제
를 제출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제유형이 다양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교사는 먼저 평가의 목적
을 수립한 다음에 평가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어떤 유형의 문
제와 출제방식을 사용하였는지는 아래에서 설명되었다. 

 
표 2  

시험의 유형수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5 1 3 4 3 3 3 2 

 
3. 시험 문제의 유형별 출제 경향 

 
1) 문법 

 
5명의 교사가 문법 문제를 제출하였으며 문항수는 2-30에 이른다(표 3). 문법
문제에서 2명의 교사(교사4와 교사6)은 사지선택형으로 학습자에게 잘못된 문
형이나 문항을 선택하게 하였고 1명의 교사(교사3)은 배합형의 문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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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습자에게 보기에서 잘못된 문형을 선택한 다음 수정하게 하였다. 사지선
택형의 객관식 문제는 채점하기가 쉽고 객관성, 신뢰성이 있어 여러 교사에 의
해 쉽사리 사용된다(Cohen, 1991; 정길정, 2001). 난이도에서 배합형 문제는 객관
식보다는 좀 더 문법지식의 응용력을 필요로 하여 학습자의 문법실력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문법 문제의 문항수를 살펴볼 때 다른 
교사들과 비교하여(교사3, 교사4, 교사6, 교사8) 볼 때 교사1은 총 31문항 가운
데 2문항만 문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여 학습자의 문법실력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표 3 

문법의 출제 경향 

출제방식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사지선택형    7  10   
배합형   5      
주관식 2       30 
합계 2 0 5 7 0 10 0 30 

 
교사8은 다른 교사와는 유형을 달리하여 모든 문항을 주관식으로 출제했다 
잘못된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보기가 없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
정하게 하였다(예 1).  

 
예 1 

Please correct errors: She was as health in mind as she was 
in body, and eager for the natural happiness of life. 

 
이 교사의 교수요목을 살펴보면 독해를 잘 하기위해서는 정확한 문법의 이해
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문법에 관한 학습을 하겠다고 나타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법문제를 낸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출제 관행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총39개의 시험문항 가운데 30개가 문법문제로 제출이 
되어 이 시험이 학습자의 독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문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30개나 되는 문항이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어 학습자의 능력을 골고루 변별하기 보다는 문법실력이 우
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극화된 평가가 되기가 쉽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위하여 문제유형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읽기 수업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문법에 관한 것이었으며 또한 객관식
이 아니고 주관식이었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류효과를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우선, 학습자들은 배운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법문제도 학습자들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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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출제를 하였기 때문에 학습을 아예 포기하려는 학습자들까지 생겨날 수
도 있겠다.  

 
2) 어휘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5명의 교사들이 어휘문제를 제출하였으며 교사5를 제
외한 나머지 4명의 교사들은 비교적 많은 수의 문제를 내었다. 이것은 교사들
이 어휘를 독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를 살펴
볼 때 대다수의 교사는 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 출제방
식에서는 일반 표준형 시험(예: TOEIC, TOEFL)에 사용되는 사지선택형 문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표 4 

어휘의 출제 경향 

출제방식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단답형  3       5  
다지선택형2  9   10 1 10  5  
합계 12 0 0 10 1 10 10 0 

 
교사1은 두 가지 유형의 어휘문제를 제출하였다. 3개 문항은 문장의 빈 칸에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적는 단답형이었고 나머지 9개 문항은 각 문장의 빈칸에 
문맥상 의미가 맞는 어휘를 보기에서 찾는 다지선택형이었다. 이 교사는 두 가
지 유형의 문형을 내어 학습자의 수준을 좀 더 변별력 있게 평가한 것으로 보
인다.  
교사4와 교사6은 사지선택형으로 각 10개 문항씩 출제를 하였다. 교사5는 단
답형 문항 1개만을 출제하여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평가하였다. 한 개의 문항은 
어휘능력을 평가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항수이며 이는 문제를 출제할 때 
평가의 목적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교사7은 5문항은 단
답형 나머지 5문항은 다지선택형으로 출제를 하여서 문제의 난이도를 다양하게 
했다. 교사1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사용하였지만 각 유형마다 같은 수
의 문제를 제출하여 실력과 스타일이 다른 학습자의 어휘 이해능력을 좀 더 형
평성 있게 변별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독해 

 
다른 문항에 비해 독해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표 5가 보여주듯이, 비교적 적

                                                           
2 다지선택형은 4개의 보기 중에 1개의 답을 선택하는 사지선택과 여러 가지의 보기에서 1개의 답을 선택하는 다지선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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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것은 교사들이 다른 문형(전략 혹은 해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독해능력
을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5 

독해의 출제 경향 

출제방식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진위형 6        
다지선택형        5  
단답형        5  
합계 6 0 0 0 0 0 10 0 

 
교사1은 진위형의 문제 (6개 문항)을 통하여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다. 
이에 반해 교사7은 총 10개 문항 중 5개는 사지선다형으로 내용상 잘못된 문장
을 선택하게 하였고 나머지 5개는 문장에 빈칸을 주고 본문의 내용상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게 하였다. 교사7은 어휘에서와 마찬가지로 독해문형에서도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예 2), 획일적인 문제 유형을 출제한 다른 교사들보
다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실력과 스타일을 좀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시문 (예 2)에서 문제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였다.  

 
예 2  

Questions 11-20 focus more on details to the main ideas from the passages in the 
textbook…Complete the sentence yourself (16-20), filling out each blank with one 
or two words provided in the box. 
11. During the globalization, some traditions and customs are 

being changed, or even  (lost)  . 
 
교사1과 교사7의 독해문제를 분석해보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내용
을 착실히 학습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교과서가 없이 학습자들이 문
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제가 비교적 잘 출제된 것 같았다. 

 
4) 전략 

 
표 6은 각 교사별 전략의 유형별 사용, 표7은 전반적 전략 문제의 출제 방식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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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략 유형의 출제 경향 

전략의 유형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요약  3 2  1    
추론 4        
주요 아이디어 1 3     10  
파라프레이징 2 1       
텍스트 맵핑     1    
합계 7 7 2 0 2 0 10 0 

 
표 7 

전략 문제의 출제 방식 

출제방식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주관식 7 7 2      
단답형       10  
다자선택형     2    
합계 7 7 2 0 2 0 10 0 

 
5명의 교사가 전략기술에 대한 문제를 제출하였으며 각 교사가 사용한 문항
의 수는 2-10에 달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 전략을 묻는 문제는 비교적 적었
으며 교양영어의 전반적인 목표중의 하나가 다양한 수업전략을 학습자에게 교
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교사가 이 목표를 시험출제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수요목에서도 대부분의 교사가 독해전략
을 강조하였음을 생각하여 볼 때 교사 개인별 수업목표와 평가 사이에서도 불
일치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전략형 문제 제출에서 교사2는 총 문항 7개를 모두 전략기술을 평가하는 문
제로 제출하였다. 전략학습을 권장하는 전반적 수업목표에는 부합이 되지만 이
외의 다른 수업목표 (예: 다양한 어휘의 습득)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한 가지 
유형의 문제만을 출제하였다는 것은 학습자의 전략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
어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제출함으
로써–주관식의 문제가 객관식보다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렇다는 것을 고려할 때–학습자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습능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적의 편차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
의 능력을 고려하여 출제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시험의 난이도를 차별화할 필
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두 교사(교사1과 교사2)는 두 개 이상의 전략기술 문제를 제출한 반면에 나
머지 교사(교사5와 교사7)은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전략문제만을 제출하였다. 우
선 교사5는 텍스트 맾핑(text mapping)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였는데 이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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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총 7개 문항 가운데 전략 문항에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 각 문
항 당의 형평성에서 어긋나 보였다. 교사7은 전략에 관하여 10개 문항을 내어
서 다른 교사들보다 전략에 관한 문항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유형은 단지 한 가
지로 중심생각에 관한 문제를 내었다. 다른 교사들은 전략문제를 질문할 때 전
반적으로 주관식으로 하였지만 교사7은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여 난이도를 좀 
더 쉽게 하였다(예 3). 이런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한 긍정적인 노력
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전략문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학
습자에게 부정적인 역류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다른 
전략은 전혀 학습하지 않고 단지 중심생각만 찾는 방법만 학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가지 유형의 전략문제를 골고루 출제할 때 학습자들의 긍
정적인 역류효과를 도모할 수 있겠다. 

 
예 3  

Questions 1-10 refer to the main ideas from the passages in the textbook. Complete 
the sentence, filling out each blank with one or two words provided in the textbook. 
1. Goliath Safaris is about a small  (nonprofit)  tour organization.  

 
5) 해석 

 
해석은 5명의 교사가 출제를 하였으며 문항 수는 2-7에 이른다 (표8). 해석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른 객관식 문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배
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해석문제는 문항 수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전체 시험점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가 쉽다. 

 
표 8 

해석의 출제 경향 

출제방식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주관식 2 0 5 2 0 7 0 7 
합계 2 0 5 2 0 7 0 7 
 
해석문제를 많이 제출할 경우(예: 교사8) 학습자들이 중심생각, 작가의 의도, 
글의 논제의 파악과 같은 적극적이고 비판적 읽기 학습대신에 번역에만 매달리
게 되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응용적이고 비판적인 독해능력을 습득하기가 어
렵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해석의 목적을 고려해본 후 문항의 수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것 같다. 

 
6) 작문 

 
작문 문제는, 표 8에 나타나듯이, 두 교사만 제출을 하였다. 이 교사들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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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목을 보면 수업 시간에 작문을 다루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작문 문제
를 보면 수업 시간에 학습한 읽기의 내용과는 연관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였음
을 알 수가 있다.  

 
표 9 

작문의 출제 경향 

출제방식 교사1 교사2 교사3 교사4 교사5 교사6 교사7 교사8 
작문형 0 0 0 1 4 0 0 0 
합계 0 0 0 1 4 0 0 0 

 
다음은 교사4와 교사5가 출제한 작문문제의 예이다(예 4): 
 
예 3  
교사4: Describe the picture below in English. 
교사5: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상담서비스는 외로움을 피하는 수단이다. 

 
위의 예문이 보여주듯이 두 교사는 통합적인 영어 교수방법이 4기능을 연계
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을 수업시간에 골고루 학습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합적 수업 접근방법에 관한 올바른 이
해가 필요하겠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8명의 교사들의 
시험문제 출제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교사들이 근무하는 Y대학교는 2004년 2학
기부터 교양영어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양영어 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전 학기와는 달리 구체적인 수업목표를 설정하여 교사들
에게 학습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략 지향적인 수업을 진행하라고 권장을 하였
다. 교사들의 시험출제 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목표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보였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각 교사
들의 교수요목과 시험지를 비교해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
었다. 
먼저,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의 문항수와 유형수를 살펴볼 때 각 교사간에 다
양한 차이가 났었다. 이것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교사
간의 수업과 평가행태에서 공통성보다는 다양성이 훨씬 더 많았음을 의미하였
다.  
유형별 출제경향을 볼 때, 문법문제에서 대다수의 교사는 사지선택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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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의 문제를 몇 문항정도로 내었는데 반하여 한 교사는 많은 수의 문항을 
주관식의 문법문제로 출제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업과 평가를 진행함을 추
측할 수 있었다. 어휘는 많은 교사가 선호하는 유형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는 어
휘에 관하여 여러 문제를 제출하였으며 사지선택형으로 학습자들이 문장의 맥
락 내에서 답을 찾도록 하여 전통적인 분리지향적 시험문형과는 달라 보였다. 
독해문제는 단지 두 교사만이 진위형, 다지선택형 등의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이는 다른 교사들은 전략과 해석을 통하여 독해문제를 내었기 때문인 것 같았
다.  
전략형 문제는 여러 교사가 출제를 하여 각 교사의 수업과 프로그램의 목표
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한된 숫자의 전략사용, 학습자의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출제방식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석도 여러 교사가 
선호하는 문형이었는데 해석문제를 다수 출제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전략적이 
아닌 국부적인 내용이해에 치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사들은 해석문제를 출
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작문에서 몇 명의 교사
가 출제한 문제는 수업의 읽기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리형의 문제였기 때
문에 4기능의 통합적인 교수방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Y대학교의 교양영어 교사들은 교수요목과 시험문제 출제
에서 나타나듯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목표를 시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는 시험문항을 출제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예;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보였다. 모든 교사들이 시험을 개별
적으로 출제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보고되듯이 양질의 시험문제 출
제를 더욱 어렵게 한 것 같았다(김충배, 1988; 임병빈, 1995). 따라서 표경현 
(2003)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하나를 선택을 하여 
공동출제를 하는 것도 교사들의 시험문제 출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혹은 Y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규모 교사모임처럼 교양영어 담당
교사들간의 모임을 통하여 시험출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유
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교사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험출제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워크샵이나 교사교육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교사들의 시험문제지와 교수요목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교사들의 시험출제의 준비과정, 목적, 어려움과 같은 시험출제 관행에 관한 
제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후속연구에서 
시험문제의 분석에 교사와의 인터뷰가 더해질 때 더욱 심도적인 연구결과가 나
올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Y대학교와 유사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교양영어 교사들의 시험출제 
관행과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다른 대학교에서 교양영어를 가
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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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양질의 교양영어 시험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에서 참고자
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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