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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국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영어는 링구아프랑카(lingua
franca)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상당량의 정보와 지식도 영어로 생산된다. 한국의
대학들은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어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과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학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달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난
교육 목표의 설정, 단계별 목표 제시, 구체적인 평가 항목 구성, 로드맵에 맞춘 연계
과정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준에 따라 과정, 목표, 평가는 다르게 구성되므로 정확한 수준의 분반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준별 분반 편성을 위해서는 배치고사(placement
test)를 실시해야 하고, 배치고사의 필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Fulcher(1997)는 배치고사는 언어 학습 수준이 낮아서 학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파악하여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Brown(2005)은 학생들이 배치고사를 통해 적합한 수준별 수업을 받을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쉽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chman(1990)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반으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며, 자신의 수준보다 낮은 반으로
배정받게 된 학생들은 쉬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어 학습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준별 분반을 위한 배치고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배치고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Yu, Moon과 Shin(2007)은 대학
영어프로그램에서의 배치고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5개의 대학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2개의 대학만이 교양영어 수강 전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강 전 배치고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나마 활용 용이성이
있는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유형의 시험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신학기 시작 전에 배치고사의 시행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점으로 조사되었다. 36개의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한 Kim과
Lim(2013)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은 50%의 대학만이 교양영어 수강 전 배치고사를
실시하였고, 2년제나 3년제 대학은 16.7%만이 배치고사를 실시하였다.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영어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맞는 자체 시험을 개발하기보다는
외부 영어 시험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관에 위탁하여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의 TOEIC 시험의 경우,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16개의 대학 중 68.8%에 해당하는
11개의 대학이 활용하고 있었다(Kim & Lim, 2013). TOEIC은 공신력이 있기는 하나
해외파견 인원 선발, 승진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국제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학문 영어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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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배치고사로 보기는 어렵다.
배치고사란 학생들의 언어 능력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수업에 배치하기 위해
계획된 시험으로(Hughes, 2003), 학생들의 학습할 교과과정의 학습 목표와 연관성이
뚜렷해야 한다(Brown, 1996, 2005). 이에 학습자나 교수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
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다(Hughes, 2003). 하지만 시험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배치고사를 대학이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도 교양영어 수준별
분반을 시작한 이후 TOEIC을 배치고사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월 중순의 정규 배치고사와 2월 말의 추가 배치고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수준별 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 과정은 영어
원어민 교수가 담당하는 내용 중심(Content-based), 과업 중심(Task- based)의 회화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과업을 학생 스스로 영어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영역을 다 아우르는 원서를 교재로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각 수준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기관 및 업체에서 입사, 승진 또는
해외파견 인원 선발 시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듣기와
읽기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TOEIC은 해당 학교 교양영어의 목적과도 다르며, 대학
교양영어 분반 배치고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한 국제업무 상황에
사용되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낮은 점수로 초급반에 배치되어
변별력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체 배치고사를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교양영어의 목표와 내용에 좀 더 부합하는 시험 유형을
찾고자 하였고,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 기반의
CELA(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가 TOEIC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CELA는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험으로서 학습자의 영어 역량
정도에 따라 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s(CEQ)의 레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
점수인 Cambridge English Scale Score(CESS)에 따라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레벨이 부여된다. CEFR 레벨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언어 수준의 표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수준별 분반에 유용하다.
해당 대학은 TOEIC의 대안으로 제시된 CELA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중순경 교양영어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개념의 CEL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LA를 배치고사로 사용했을 때의 가상
수준별 분반을 만들고, 이를 현재의 TOEIC 점수의 분반과 비교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1. CELA 점수의 수준별 분반은 TOEIC 점수의 수준별 분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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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LA 점수와 TOEIC 점수는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3. 교양 영어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자들은 TOEIC 과 CELA 중 어떤
시험이 배치고사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2. 선행 연구
2.1. 교양영어 배치고사 관련 연구
교양영어 배치고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한국 대학의 배치고사
현황을 조사한 연구(Yu, Moon, & Shin, 2007) 배치고사 개발에 관한 연구(Kim, 2006),
배치고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험들의 유형을 비교하는 연구(Cho & Park, 2011; Ryu,
2013), 배치고사로 인한 오배치의 이해도 차이를 검토한 연구(Kim, 2006), 배치고사의
유효성을 조사하는 연구(Leaper, 2010), 배치고사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Pyo,
2001), 배치고사의 예측 타당도를 알아본 연구(Lee & Greene, 2007) 등이 있다.
다른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여 배치의 정도 및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수능과
TOEIC을 비교한 Cho와 Park(2011)의 연구와 자체개발 시험과 TOEIC을 비교한
Ryu(2013)의 연구로 정리된다. Cho와 Park(2011)은 수능의 영어 영역 점수로 분반이
된 학생들을 TOEIC 점수로 재배치하였을 때의 오배치 비율을 알아보았는데.
40.99%의 학생들이 원 분반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수자 설문 조사에서도
50%의 학생들이 오배치 되었다는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치고사를
자체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수능 영어 점수로 분반을 하기보다 TOEIC을
배치고사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Ryu(2013)는 자체 제작
배치고사인 LPT로 분반된 학생들을 TOEIC 점수로 재배치하여 일치/불일치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50% 정도만 원 분반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 배치고사가 상위 수준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는 사실과 학점과의
상관관계도 TOEIC 보다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체 개발 배치고사보다는
TOEIC이 배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과 자체개발
배치고사를 대상으로 TOEIC을 비교한 두 연구 외에는 배치고사 시험 유형을 비교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영어 배치고사와 영어 교과목 학점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Lee(2011)와
Ryu(2013)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영어 배치고사 점수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선행
연구(Ayers & Peters, 1977; Bellingham, 1993; Cotton & Conrow, 1998; Fiocco, 1992;
Jones & Michael, 1964; Lee, & Greene, 2007; Light, Xu, & Mossop, 1987)는 많았으나
한국 교육과정에서 영어 배치고사와 영어 학점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는 이 두
연구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Lee(2011)는 CEFR 기반 배치고사 레벨과 학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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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여 CEFR 배치고사와 학점이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점은 학생의 말하기 역량 평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기의 참여도, 출결, 성취 정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말하기
배치고사와 학점의 연관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yu(2013)는 자체
제작 배치고사와 학점과의 상관관계, TOEIC과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각각
조사하였고, TOEIC 점수가 전 레벨에서 학점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자체 제작 배치고사 점수는 레벨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학점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 CEFR 기반 배치고사 관련 연구
CEFR 기반의 시험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CEFR의 배치고사
적용성을 조사한 Lee(2011)의 연구가 유일했다. Lee(2011)는 배치고사와 교양영어
커리큘럼 개발에 CEFR 적용 가능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CEFR 기반의 자체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기존 배치고사 분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CEFR 점수의 평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위 수준 분반에서는 CEFR 말하기 수준에 비해 기존 배치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고, 하위 수준 분반에서는 CEFR 성적과 비교하여 기존
배치고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CELA)를 국내 교양영어 환경에서
활용하였거나 배치고사로 사용한 연구는 전무했다. CELA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언어기술을
발달시키는 시험이다. CELA는 시험 응시 목적에 따라 School, General and higher
education, Business로 구분되며, Pre A1부터 C2 레벨까지의 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s(CEQ)로 구성되어 있다. 각 CEQ의 시험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CEFR)의 수준에 맞추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문제가 제시되고,
결과는 Cambridge English Scale Score(CESS)로 계산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CESS
점수를 제외하고는 CEFR의 6단계 수준으로 환산가능하다.
CEFR 기반 배치고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고, CELA에 대한 연구나
다른 시험과의 비교 연구도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배치고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TOEIC과 CEFR 기반 시험인
CELA를 비교해 볼 것이다. 두 시험 결과로 수준별 분반을 할 경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교양영어 과정을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CELA를 배치고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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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2월에 TOEIC 배치고사를 치르고 수준별 분반에 배정받은 신입생은 총
1,819명으로, 최상위반인 영어특기자반(EP) 25명, 고급반(Advanced) 65명,
중급반(Intermediate) 179명, 초급반(Beginner) 1,550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TOEIC
900점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해야하는 영어특기생들을 제외한 모든
신입생들은 TOEIC 배치고사 점수로 분반되었으며, 신입생 분반 총 61개에 한 분반
당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치되었다.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인 College English는 2학기에 걸쳐 6학점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1학년 기간내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담당 교수는 전원 영어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시간대가 다르게 배치된 4분반을 맡고 있다.
교재는 분반에 맞추어 Oxford ESL/EFL 원서의 CEFR 수준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과업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평가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에 맡기지만, 대부분은 수업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과업을 확장한 형태로 행해진다. ‘Perfect English 보다 Fluent
English’를 기조로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의 수업을 참여하고 있다.
교양영어 분반에 배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에 CELA를 실시하였고, TOEIC
점수와 CELA 점수를 모두 보유한 1,142명을 선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연구 도구 및 절차
해당 대학의 기존 배치고사는 2월 중순의 정규 배치고사와 2월 말의 추가
배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LC 영역 100문항, RC 영역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0분이 소요되는 ETS와 동일한 형식의 온라인 TOEIC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수도
실제 기준에 맞추어 990점으로 채점한다. 배치고사 미응시 시, 해당 년도에
영어교양과목을 신청할 수 없게 하여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실시 이후
매년 80~83%의 신입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2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온라인 TOEIC 배치고사를 실시하였고, 81.5%의 참여율을 보였다. 결과 점수에 따른
분반은 2월 셋째 주와 3월 첫째 주에 각각 안내하여 수강 신청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고사 변경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CELA는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2 레벨은
Reading과 Writing을 통합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 A2 레벨은 Reading &Writing
9파트 55문항, Listening 5파트 25문항, Speaking 2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B1 레벨은
Reading 6파트 32문항, Writing 2파트 2문항, Listening 4파트 25문항, Speaking 4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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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Speaking은 문항수 대신 제한 시간으로 제시되는데, 비대면 시험이기에
응답에 필요한 시간 외에 녹음파일을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계산하여 제한 시간을
설정하였다.
1학기 9주차의 수업을 대신하여 5월 셋째 주에 CELA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6주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담당 교원들의 허락을 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CELA 시행일은 기존 배치고사와 2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인력 부족, 재정 확보 등 여건 상 1,819명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초기 시점이라 정규 수업
운영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시험 실시를 서두를 수가 없었다. 두 시험 간 실시
간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에 2주차부터 8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한 담당 원어민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2개월 전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13명 전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Zoom이나 Video Lecture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수업, 퀴즈, 과제
등을 하는 데 적응을 마친 정도라고 알려왔다.
9주차 수업은 교원들의 동의 하에 CELA 참여로 대체하였고, 학생들은 2시간 30분
가량의 CELA에 응시하면 9주차의 출석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초급반과
중급반 용으로는 A1 미만부터 A2 수준 이상을 가려낼 수 있는 A2 레벨의 시험을
준비하였고, 고급반과 영어특기자반 대상으로는 B1 수준 미만부터 B2 수준까지
가려낼 수 있는 B1 레벨의 시험을 준비하였다. 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빌려 4영역
16파트로 구성된 레벨별 문항을 탑재하였고, 온라인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의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명확한 안내를 위해 CELA 실시 10일 전부터 영어
및 한국어로 시험 응시 방법 및 유의 사항을 공지하였고, 문의 사항은 담당 직원이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JASP(ver.0.13.1.0)를 사용하여 TOEIC 배치고사와 CELA에 모두 참여한
1,1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CELA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재배치한 후, 현재의
TOEIC 점수 분반과 비교하여 분반 일치/불일치 비율을 알아보았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수준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지를 확인하였다. 정규분포 정도를 알기
위해 중심 적률 정보인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두 시험 간 상관관계를 포함하여
수준 별로 시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학점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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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CELA 점수의 수준별 분반은 TOEIC 점수의 수준별 분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학기 초 수준별 분반은 2월 둘째 주와 2월 마지막 주 두 차례 실시한 TOEIC
배치고사의 결과로 배정되었다. 누적된 이전 신입생들의 배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예상 배정 비율과 분반 수가 정해졌으며, 상위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영어특기자반,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으로 배치되었다. 표 1은 전체 신입생 중
TOEIC 배치고사에 응시한 1,819명의 분반 배정 현황으로, 예상 배정 비율과 실제
배정 인원 및 배정 비율, 각 분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Placement Results Based on the TOEIC Score

Course

Estimated
Percent

EP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Total

1~2
3.5~4.5
9.5~10.5
83~86
100

Number of
Students
Assigned
25
65
179
1,550
1,819

Actual
Percent
1.4
3.6
9.8
85.2
100

TOEIC
Score
Range
905-990
690-895
480-685
85-475

Score Gap
Between
Highest
and
Lowest
85
205
205
390

Average
TOEIC
Score
946.7
773.5
557.5
286.7

초급반에 TOEIC 배치고사 응시자의 85.2%가 배정되었고, 중급반 9.8%, 고급반
3.6%, 영어특기자반 1.4%로 상위 수준 분반도 예상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이 이루어졌다. 각 점수 구간도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점수 차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초급반이 단연 높았지만, 최저점 수준은 몇 명에 그쳐 다른
수준별 분반과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TOEIC 점수 수준별 분반을 대상으로 5월 셋째 주에 CEFR 기반의 CELA를
실시하였고, TOEIC과 CELA 두 점수를 모두 보유한 1,142명을 추려 내었다. 분반 별
CELA 점수는 표 2와 같다. 수준별로 점수가 확연히 구분되는 TOEIC과는 다르게
CELA 점수는 각 수준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겹치는 구간이 많았다. 초급반과
중급반의 경우는 점수대가 거의 같았으며, 심지어 최고점은 초급반이 더 높았다.
TOEIC 점수와 CELA 점수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r = .84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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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LA Score for Each Course Level
Course

Number of
Students

EP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Total

23
49
143
927
1,142

Average
TOEIC
Score
946.7
773.5
564.1
280.6

CELA Score
Lowest Score

Highest Score

Average Score

138
102
88
82

170
164
146
148

159.17
146.51
125.67
107.85

CELA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할 경우 TOEIC 점수 분반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먼저 표 1에 제시한 기존 분반 배정 비율에 맞추어 분반을
하였다.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Placement Results Based on the CELA Scores
Course
EP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Total

Number of
Students
16
41
112
973
1,142

Percent
1.4
3.6
9.8
85.2
100

CELA Score
Range
164-170
144-161
124-143
82-123

Score Gap
Between
Highest and
Lowest
6
17
19
41

Average
CELA Score
167.0
152.5
133.5
102.5

TOEIC 점수 분반과 동일한 배정 비율로 분반하였을 때, 수준별 분반의 점수
차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점수 차이는 CELA 점수 분반에서
훨씬 적게 나타났기에, 두 시험의 수준별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았기에, Welch’s AVOVA를 실시하였고, TOEIC
점수(F(3,87.18)=4656.3, P < .001)와 CELA 점수(F(3,75.37=362.7, P < .001) 두 점수
모두에서 수준별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es-Howell
사후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실시한 후, TOEIC 점수 분반과의 차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분반의 일치 정도를 표 4로 비교해 보았다. 두 시험에서 수준별
분반이 일치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 2021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132

Kyungmin Kang

TABLE 4
Score Cross Tabulation
Course Placed on CELA Score
EP
Advanced Intermediate
EP
Course Advanced
placed
on
TOEIC
score Intermediate
Beginner

Number of
students
Percent
Number of
students
Percent
Number of
students
Percent
Number of
students
Percent
Total

Beginner

Total
23

13

8

2

0

56.5

34.8

8.7

0

3

33

11

2

6.1

67.3

22.4

4.1

0

0

96

47

0

0

67.1

32.9

0

0

3

924

927

0
16

0
41

0.3
112

99.7
973

1,142

49

143

일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상위 수준의 분반일수록 기존 레벨과 상이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일 상위 수준인 영어특기자반의 경우, CELA 점수로 분반했을 때
TOEIC 점수 분반 유지 비율이 56.5%에 그쳤는데, 4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영어특기자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급반이나 중급반으로 하위 조정되었다.
고급반과 중급반은 CELA 점수로 분반했을 때 TOEIC 점수의 분반을 유지하는
비율이 67%, 달라지는 비율이 33%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급반은 CELA
점수로 분반할 경우 영어특기자반으로 상위 조정되는 비율이 6.1% 정도였고, 상이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2.4%의 학생들이 중급반으로 하위 조정되었다. 심지어
초급반에 배정되어야 하는 비율도 눈에 띄었다. 중급반은 CELA 점수 분반 결과,
상위 수준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인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초급반으로 하위
조정되어야 하는 비율이 32.9%로 나타났다. 영어특기자반에 비하면 두 분반 다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하위 조정되어야 할 비율도 전체 1/3에
가까웠다. TOEIC 점수 수준별 분반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배치된 초급반이 CELA
점수 분반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기존 TOEIC 점수 분반을 유지하는
비율이 99.7%, 927명 중 924명에 달했고, 0.3%에 해당하는 3명만이 상위 수준인
중급반으로 배정될 수 있었다. 분반 별 기존 레벨 유지 학생 수와 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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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and Percent of the Level Maintained and Level Changed
Course Placed
on CELA Score
EP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Total

Number of Level
Maintained
13
33
96
924
1,066

Percent of Level
Maintained
56.5
67.3
67.1
99.7

Number of
Level Changed
10
16
47
3
76

Percent of Level
Changed
43.5
32.7
32.9
0.3

CELA 점수로 분반했을 경우, 상위 수준의 분반일수록 기존 TOEIC 점수의 분반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표 6의 TOEIC 점수와 CELA 점수의 왜도와 첨도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6
Skewness and Kurtosis of TOEIC Score and CELA Score
TOEIC score
CELA score

Skewness
1.56
0.51

Kurtosis
2.17
0.29

TOEIC 점수는 왜도가 1.56, 첨도가 2.17로, 초급반에 해당하는 200점부터 400점
후반 사이의 낮은 점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상위반의 높은 점수가 있어
도수 곡선이 뾰족한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CELA 점수는
왜도가 0.51, 첨도가 0.29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CELA 점수를
기준으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만들고 TOEIC 점수의 분반과 비교했을 때, 기존
TOEIC 배치고사의 상위 분반 학생들이 CELA 분반에서는 더 낮은 분반으로
배치되는 결과와 일치한다.

4.2. CELA 점수와 TOEIC 점수는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TOEIC 점수와 CELA 점수를 모두 보유한 1,142명 중, 37.3%에 해당하는 426명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학점과 TOEIC 점수, CELA 점수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분반 수가 적은 영어특기자반과 고급반은 23명과 49명,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급반은 중급반 인원의 63.6%에 해당하는 91명을, 초급반은 초급반
인원의 28.4%에 해당하는 263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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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Between Test Scores and Final Grade
TOEIC
1
.844***
.348***

TOEIC
CELA
Final grade
***P < .001

CELA

Final Grade

1
.327***

1

TOEIC 점수, CELA 점수, 교양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OEIC과 CELA, 두 시험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844, p < .001). 시험 점수와
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TOEIC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r = .348, p
< .001), CELA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r = .327, p < .001)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TOEIC 점수가 높을수록 CELA 점수도 높을 가능성이 크고,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초급반을
제외한 각 수준별 분반 분석에서는 두 시험 간이나 시험과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급반의 경우, TOEIC과 CELA, 두 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았으며(r = .474,
p < .001), TOEIC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r = .189, p < .05), CELA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r = .15, p < .05)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급반을 제외한 상위 수준 분반들에서는 기존 배치고사인 TOEIC과 CEFR 기반의
CELA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시험과 학점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중급반, 고급반, 영어특기자반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각
수준별 분반의 시험 점수와 교양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Test Scores and Final Grade at Each Level
Course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EP
*p

Correlation
TOEIC
CELA
Final grade
TOEIC
CELA
Final grade
TOEIC
CELA
Final grade
TOEIC
CELA
Final grade

TOEIC
1
.474***
.189*
1
0.194
-0.024
1
0.119
0.109
1
0.287
0.337

CELA

Final Grade

1
.15*

1

1
0.064

1

1
0.073

1

1
0.227

1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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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수준 분반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두 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측정되고, 학점과의 상관관계도 보인 것은
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이 초급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초급반은
기존의 TOEIC이나 CEFR 기반의 CELA 중 어떤 시험을 배치고사로 치던
초급반이라고 분류되는, 비교적 비슷한 점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원어민 교수자들은 TOEIC 과 CELA 중 어떤 시험이 더 배치고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 13명을 대상으로 기존 배치고사인 TOEIC과
CEFR 기반의 CELA 중, 어떤 시험이 더 배치고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배정했을
때 왜 많은 상위 수준 분반 학생들이 하위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두 시험 중 배치고사로 어느 시험이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자
대부분이 CELA를 선택하였다. 기존 배치고사인 TOEIC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두 시험 다 배치고사로 사용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 CEFR 기반의
CELA를 배치고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10명으로 집계되었다.
두 시험 다 배치고사로 사용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한 교수들은 어느 시험을
실시하던 시험 점수대로 분반이 가능하기에 특별한 차이를 모르겠다고 이유를
밝혔고, CELA를 선택한 교수들은 CEFR 기반의 시험이 영어의 4영역을 통합하여
수준을 구분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 더 세밀하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을 분류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CELA를 선택한 원어민 교수들 중 두 명–
A, B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y choice would be the CEFR CELA because the CEFR test is more detailed
in placing students, and it integrates 4 parts of the English to distinguish
between the levels.(교수 A)
Personally, I like the CEFR test more for the higher-level classes. I felt like the
CELA questions were fine for assessing them.(교수 B)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배정했을 때, 상위 분반의 많은 학생들이 하위
수준으로 재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교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TOEIC과
CELA의 채점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시험 유형이 낯설어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CEFR 기반의 CELA가
말하기, 쓰기와 같은 생산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게 익숙한 시험 유형인 듣기와 읽기 영역, 즉 수용적 기술에 중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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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보다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며, 상위 분반 학생들도 동일한 이유로 하위
수준으로 재분반되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를 언급한 교수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would assume that the CEFR assessment focuses on the productive skills a bit
more, at least my understanding of it, and TOEIC questions have less focus on
production skills in their tests so that might be the reason why. It is interesting,
in the Advanced class there are a few students that tested into the class but their
writing and speaking are much lower than the other students. When I ask them
about the assignments or lectures they say they don't have any trouble
understanding me, or their classmates, but when they have to speak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y have some issues. (교수 C)

5. 결론
본 연구는 CEFR 기반의 CELA와 TOEIC을 비교하여 TOEIC의 대안으로 제시된
CELA의 배치고사 활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CELA
점수로 가상의 수준별 분반을 만들어 보았고, 이를 분석하여 기존 TOEIC 수준별
분반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교양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교수자들은 배치고사로서 CELA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TOEIC 점수와 CELA 점수는 모든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에
두 시험 모두 수준을 크게 그룹별로 나누는 배치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신입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급반은 CELA 점수로 나눈 가상
수준별 분반에서도 기존 TOEIC 배치고사의 분반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상위
수준 분반인 중급반, 고급반, 영어특기자반은 초급반에 비해 기존 분반 유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상위 조정되는 고급반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
TOEIC 배치고사로 배정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분반 비율을 기준으로 CELA 분반을 설정하면 초급반에만 인원이 더
배치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말하기, 쓰기까지 4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고, 영역별
달성 목표 및 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과정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배치고사를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 측정에서는 TOEIC과 CELA 두 시험 모두 학점과의
연관성은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반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연관 정도가 낮았고, 중급반 이상의 상위 수준 반에서는 학점과 각 배치고사
사이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 학점이 단순히 영어 역량만을 평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배치고사와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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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였으나, 기존 배치고사와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배치고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연구 결과, 현 분반 체계에서는 CELA와 TOEIC이 배치 기능에 크게 차이가 없으며,
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시험이 비슷한 배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학점과의 상관관계에도 차이가 없다면,
영어과정의 내용 및 목표에 더 부합하는 시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 과정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능력 향상 및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고, 스킬 중심의 언어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키워주는 언어교육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을 기반으로 내용 중심 수업(Content
Based Instruction)과 과업 중심 수업(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을 진행하여
4영역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수업 교재 또한 CEFR 수준이 명시되어 있는
ESL/EFL 원서의 A2 레벨과 B1 레벨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고 영어 원어민교원이 전 과정의 수업을 맡아 진행한다. 이에
TOEIC 보다는 CELA가 교양영어 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양영어 과정을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 대부분이 CELA를 배치고사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CELA를 배치고사로 채택할 경우, 분반 비율을 CELA 점수 기준에 맞추어
설정해야 한다. 분반 기준도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한 초, 중, 고 단계가 아닌,
CEFR의 6단계 수준을 활용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중간 단계를 추가,
삭제하는 등의 과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하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수준을 감안하여 CELA 문항의 변별력 정도를 다시 분석한 후 수정
단계를 거친 내부용 시험을 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TOEIC 보다 더 적합한 배치고사를
찾고자 했고, CELA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TOEIC과 같은 듣기와 읽기 시험이 회화 수업의 배치고사에
더 적합하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Wesche, Paribakht, & Ready, 1993). 이는 교과 과정
및 학습 내용이 배치고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lhoubDevile(2003)의 연구에서도 문맥, 즉 학습 내용이 배치고사와 같은 테스트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배치고사이며, 배치고사에서 확인된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나 교수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
기관이 직접 배치고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지만(Hughes, 2003),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수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변별력이 있는 시험을
선택하여 배치고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맞는
배치고사를 선택하는 방법과 더불어 배치고사의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구성하는
방법, 각 수준별 분반의 성취도와 배치고사와의 연관성, 학습자와 교수자가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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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후 제시하는 배치 분반에 대한 만족도나 의견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만하다.

Applicable level: Tert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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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ELA A2 task type and format

Part No. of Qs
1

5

2

5

3

10

Reading /Writing
Task Type and Format
Matching
Matching five prompt sentences to eight notices, plus one example
3-option multiple choice
Six sentences (including one integrated example) with connecting link of topic or
story line.
3-option multiple choic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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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discrete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plus an example) focusing on verbal
exchange patterns.
Five matching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in a continuous dialogue, selecting
from eight possible responses.
Right/Wrong/Doesn’t say
3-option multiple choice
One long text or three short texts adapted from authentic newspaper and magazine
4
7
articles.
Seven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or seven Right/Wrong/Doesn’t say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Multiple-choice cloze
A text adapted from an original source, for example encyclopaedia entries,
5
8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Eight 3-option multiple –choice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Word completion
6
5
Five dictionary definition type sentences (plus one integrated example).
Five words to identify and spell
Open cloze
Text of type candidates could be expected to write, for example a short letter or
7
10
email.
Ten spaces to fill with one word (plus an integrated example) which must be spelled
correctly.
Information transfer
8
5
One or two short input texts, authentic in nature (notes, adverts etc.) to prompt
completion of an output text (form, note, etc.)
Guided writing
9
1
Either a short input text or rubric to prompt a written response.
Three messages to communicate.
Listening
Part No. of Qs
Task Type and Format
3-option multiple choice
1
5
Short neutral or informal dialogues.
Five discrete 3-option multiple choice items with visuals, plus one example.
Matching
2
5
Longer informal dialogue.
Five items (plus one integrated example) and eight options.
3-option multiple choice
3
5
Longer informal or neutral dialogue.
Five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Gap-fill
Longer neutral or informal dialogue.
4
5
Five gaps to fill with one or more words or numbers, plus an integrated example.
Recognisable spelling is accepted, except with very high frequency words, e.g. ‘bus’,
‘red;, or if spelling is dictated.
Gap-fill
Longer neutral or informal monologue.
5
5
Five gaps to fill with one or more words or numbers, plus an integrated example.
Recognisable spelling is accepted, except with very high frequency words, e.g. ‘bus’,
‘red;, or if spelling is dictated.
Speaking
Part Timing
Task Type and Format
Each candidate interacts with the interlocutor.
1
5~6
The interlocutor asks the candidates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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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

141

The interlocutor follows an interlocutor frame to guide the conversation, ensure
standardization and control level of input.
Candidat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interlocutor sets up the activity using a standardised rubric.
Candidates ask and answer questions using promp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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