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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가의 핵심은 재고자 하는 지식 혹은 능력, 즉 구인(construct)에 대해 한 학생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관한 정보 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진단하여 추후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내신평가
기록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가가 목적에 맞는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예. 진단, 선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 혹은 증거 수집의 수단’으로서의 평가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읽기 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어의 네 개 기능 중 읽기는 나머지 세 개 기능(듣기, 쓰기, 말하기)에 비해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및 평가에서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영어 시험의 전체 45 문항 중 28 개 문항, 즉 약
62%의 문항이 ‘읽기’와 ‘간접쓰기’를 포함한 읽기 영역 문항이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p. 1). 따라서, 읽기 기능이 나머지 언어 기능들에 비해
비교적 잘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읽기 평가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영어 읽기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읽기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며, 이 질문은 다시 말해 ‘우리는 영어 읽기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대한 양질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영어 읽기 평가에서 사용되는 ‘시험 자료’, 즉 ‘읽기 자료’ 혹은 ‘읽기
지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영어 읽기 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이론적인 관점을 평가의 타당도,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타당도(cognitive validity; Field, 2013)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 문항의 제작부터 평가 결과의 해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의
타당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 평가 모델로 ‘증거기반모델(Evidence-centered design; ECD;
Mislevy, Almond, & Lukas, 2003)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읽기 평가의 인지타당도 문제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의 변화를 통해 영어
읽기 교수·학습에 긍정적인 환류효과(washback effect)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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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읽기 평가에서 제시되는 읽기 지문
읽기 평가(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를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는
읽기 지문(reading passage)과 평가 문항(test item)이다(Alderson, 2000; Hughes, 2003). 이 중
읽기 지문의 특성은 시험을 통해서 수집되는 학생의 읽기 능력에 관한 정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절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접해본 글을 읽기 시험의
지문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글을 지문으로 사용한 읽기 평가는 진정한 의미의 읽기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Sung과 Jo(2015)는 서울 시내 8개 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1, 2학년 영어
내신평가를 분석한 연구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내신평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내신평가에서는 읽기
기능과 어휘, 문법 지식의 평가 비중이 쓰기, 읽기, 말하기의 비중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또한, 읽기나 어휘 지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문이 주로 교과서
혹은 수능 모의고사 등에서 이미 학생들이 접해본 지문이라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평가 지문의 약 78%, 20%가 각각 교과서와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내신평가에서는 약 36%, 46%의 지문이
교과서,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었다고 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1학년
내신평가 읽기 지문의 98%, 2학년 지문의 약 82%가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지문들로
제시되었다. Sung과 Jo(2015)는 고등학교 내신평가가 문법, 어휘, 읽기 기능 위주로
구성되며, 읽기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접했던 지문을 제시한다는 위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평가되는 읽기 기능이나 어휘, 문법 지식 위주로 내신평가를
구성하게 되고, 문항의 형식이나 언어 자료, 지문도 수능 모의고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Sung 과 Jo(2015)가 내신평가의 읽기 시험에서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자료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면, Lee 와 Lee(2017)는 이미 학습한 자료의 사용이
읽기 시험의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예측한 읽기 평가 문항 난이도와 학생들의 실제 정답률을 비교하고, 두 결과간
차이가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대상 면담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 간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빈칸 추론
문항’이었다. 교사는 이 문항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답률을 가장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문제의 실제 정답률은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교사가 해당 문항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지문 내용의 이해를 넘어
‘추론’이라는 상위 인지 과정을 거쳐야 이 문항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을 이전에 읽어 봐서 내용을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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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사가 해당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했던 고차원적 인지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Lee 와 Lee(2017)가 제시한 다음의 학생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저희 부교재에서 거의 똑같이 나온 거라 문제 풀 때
그냥 지문 전체 다 안 읽어도 봤던 지문이니까 답지 보고 바로 정답을 골랐던 것
같아요” (Lee & Lee, 2017, p. 111).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읽어 봤거나 접해 본 글을
지문으로 제시할 경우 학생들은 출제자가 해당 문항에서 의도한 인지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평가하고자 의도했던 인지 과정(예. 추론 능력)에 대해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위에서 논의한 Sung 과 Jo(2015), Lee 와 Lee(2017)의 연구는 고등학교 내신평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내신평가가
수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은 내신평가에
수능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출제하며, 읽기 지문으로는 EBS 수능 교재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다. 내신평가에 교과서 지문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는
이미 1990 년대 중반에도 출판된 적이 있으나(Kahng, 1995),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내신평가뿐 아니라 국가에서 관할하는 시험인 수능에서까지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지문을 사용해 온 것은 다소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won(2015)에 따르면 첫 수능이 시행된 1993 년부터 1999 년 초까지만 해도
영어 영역의 지문은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던 중
2000 년대에 들어와 교과서 내용의 출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이러한 논의는 EBS 강의 내용을 수능 시험에 반영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EBS
교재에 실린 지문을 수정없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소위 직접 연계 정책으로
이어졌다. 수능-EBS 연계 정책은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 간의 괴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수능이 본래 의도대로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재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게 했다는 점을 Kwon(2015)은 비판한다.
다행히도 2022 학년도 수능부터는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직접 연계가
아니라 주제, 소재 등에서 유사한 지문을 사용하는 간접 연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이 읽어본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지문이
읽기 시험의 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내신평가와 수능의 읽기 평가에서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지문을 제시하는 것은 읽기 평가의 이론에 반한다는 점이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Hughes(2003)는 읽기 평가의 지문 선택 시
주의사항 10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주의사항들이 “자명해보이지만 자주
간과되는(While the points may seem rather obvious, they are often overlooked.)” (p. 142)
사항들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제시한 10 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본 논문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Hughes 는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지문(혹은 그와 아주 유사한 지문)을 읽기
지문으로 제시하지 말라(Do not use texts that students have already read (or even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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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ion to that)”(Hughes, 2003, p. 143)고 제시하며, “놀랍게도 이런 지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This happens surprisingly often)”(Hughes, 2003, p. 143)고
덧붙인다.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지문을 사용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 영어 읽기
평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영어 읽기 평가에서 큰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이 이미 읽었던 글을 시험 지문으로
사용해 왔던 점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이미 읽은 지문이나 이와 비슷한 지문조차도 읽기 시험의
지문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Lee 와 Lee(2017)의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내용처럼, 지문을 읽지 않고도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읽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 우리는 그 학생의 ‘읽기’ 능력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이는 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인 타당도, 그
중에서도 인지타당도(cognitive valid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인지타당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2.2. 인지타당도(cognitive validity)
평가의 인지타당도(cognitive validity)란 “수험자가 비평가 상황에서 거칠 법한
인지적 과정이 평가에서 요구되는 정도(the extent to which a test requires a candidate to
engage in cognitive processes that resemble or parallel those that would be employed in nontest circumstances)”(Field, 2013, p. 78)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평가의 타당도
논증(validation argument)에 대한 Messick(1989)의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평가의 타당도 논증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이 논문에서 Messick 은 “수험자들이 평가 문항이나 과업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항에 대한 응답이나 과업 수행의 기반이 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다(We can directly probe the ways in which individuals cope with the items or
tasks, in an effort to illuminate the processes underlying item response and task
performance)”(Messick, 1989, p. 6)고 강조한다. 즉,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거치는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이 비시험 언어 사용 상황(non-assessment language
use situation)에서 요구되는 과정과 비슷할 경우에, 그 시험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그 능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험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실제 언어
사용 상황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 즉
평가 구인(construct)이 아닌 다른 요인, 즉 ‘구인과 무관한 원인(construct-irrelevant
source)’이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평가 결과의
타당도(validity)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평가의 개발
과정(Cho & So, 2014)이나 이미 개발된 평가의 타당도 검증 연구(Winke et al.,
2018)에서는 수험자들이 평가 과업 수행 시 거치는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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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ho 와 So(2014)나 Winke 외(2018)는 수험자가 시험 문항에 답을 하는
과정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만약 수험자들이 재고자 하는 구인과 무관한
과정을 거쳐서 시험 문제에 답을 하는 경우, 해당 문항은 인지타당도가 낮은
문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두 연구의 공통적 주장이다. 면담 이외에 시선 추적(eye-tracking) 방법을
사용해서 읽기 시험(Bax, 2013) 혹은 듣기 시험(Aryadoust, 2020)을 볼 때 수험자들이
거치는 인지 과정을 연구한 연구들 역시 공통적으로 평가의 인지타당도가 평가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타당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적 근적외 분광법(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학생이 평가 과업 수행 시 거치는 인지 과정을 밝히는
연구(Aryadoust, Foo & Ng, 2022)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평가의 인지타당도 확인이
평가의 타당도를 논의함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지타당도의 개념을 2.1. 절에서 논의된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글을 지문으로
제시한 읽기 시험’에 적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영어 읽기 시험 중 적어도
일부는 진정한 의미의 읽기 시험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영어 읽기
시험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은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읽기 시험에 교과서 혹은 EBS 교재와 같은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은 주어진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 시험 상황이 아닌 실제 언어사용 상황에서의 읽기
과정은 주어진 글을 읽는 인지적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지 못하는 문항, 즉 지문을 읽지 않고도 맞게 답할 수 있는 문항은 위에서
설명한 인지타당도가 낮은 문항이며 따라서 읽기 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겉보기에는 읽기 지문과 이에 대한 문제로 구성된 읽기
시험이지만, ‘읽기’ 과정이나 ‘읽기’ 능력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다.
실제로 Kahng(1995)의 연구에서, 주어진 읽기 지문을 읽어야 독해 문제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정도를 단락의존도(passage dependency index)라는 개념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지문으로 읽기 평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문 없이
문제만 보고 풀었을 때의 정답률과 지문과 문제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의 정답률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Kahng(1995)은 학생들이
읽은 적 있는 교과서 지문을 이용해서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독해력 측정도구를 만들 때 기습한 교과서의 본문은 반드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p. 33)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지문을
이용하여 읽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독해력을 측정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지문 단락의 존재가치에도 의문이 갈 것이다”(p. 33)라고 강조한다. 비록 저자가
인지타당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지문을 읽지 않는다면
읽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Kahng(1995)의 주장은 인지타당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는 이미 25 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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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이 논문의 제안이 수용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내신평가에서뿐 아니라 국가
수준의 평가인 수능의 읽기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글이 읽기 평가의
지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본 Sung 과 Jo(2015), Lee 와 Lee(2017),
Kwon(2015)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의 경우,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은 한 때
70% 수준에 달했으나(Lee, 2020), 2022 학년도 수능에서는 약 50%로 낮아졌다(Kim,
2021).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의 수능 읽기 문항들이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지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영어 읽기 평가가 평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좋은 평가가 갖춰야 하는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타당도(validity)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어 읽기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의 언어 평가 전문성(language assessment literacy)를 살펴본 Chung 과 Nam(2018)의
연구에서 참여 교사들은 영어 평가와 관련된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참여 교사의 92%가 타당도와 관련된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또한 교사들이 평가 이론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평가 이론을 평가 문항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영어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증거기반평가모델(Evidence-centered assessment
design; ECD; Mislevy et al., 2003)을 소개할 것이다.

3. 증거기반평가모델과 읽기 평가
이 장에서는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이 모델이 평가 개발 과정에 적용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출제자나
교사가 평가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의 질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읽기 평가의 예시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3.1. 증거기반평가모델
증거기반평가모델은 “증거 논증의 관점에서 교육 를 구성하기 위한 접근법(an approach
to constructing educational assessments in terms of evidentiary arguments)”이다(Mislevy et al., 2003,
p. i). 이 모델은 Messick(1994)이 좋은 평가의 근간으로 제시한 ‘증거추론(evidentiary
reasoning)’ 이론을 평가의 제작, 구성 및 결과 해석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틀을 제공한다. Mislevy 등(2003)이 설명하는 증거기반평가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로, 평가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 즉
구인(construct)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 학생의 평가 수행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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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이 학생이 비평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지며, 평가 과업의 개발에서 결과의 해석에 이르는 일련의 추론 과정은
증거추론의 원칙에 따른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purpose)이 평가 구성의 핵심
고려사항이라는 점이 세 번째 전제이다(Mislevy et al., 2003, p. 20).
특히 두 번째 전제는 평가의 계획 단계에서 시작하여 제작, 실시, 결과 해석과
활용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쇄적 추론 과정(chain of
reasoning)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Mislevy 등(2003)이 제안한
증거기반평가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연쇄적 추론 과정을 몇 개의 세부 모델로
구분한 뒤, 각 모델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추론 과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림 1 은 증거기반 평가 모델이 6 개의 세부 모델, 즉 학생모델(student model),
증거모델(evidence model), 과업모델(task model), 조립모델(assembly model),
제시모델(presentation model)과 이 5 개의 모델들을 아우르는 전달모델(delivery model)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FIGURE 1
Components of Evidence-Centered Assessment Design (Mislevy et al., 2013, p. 5)

그림 1 에 제시된 6 개의 세부 모델들은 (1) 학생, 증거, 과업모델과 (2) 조립,
제시모델, 그리고 (3) 전달모델의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인 학생,
증거, 과업모델은 개별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모델들이며, 두 번째
그룹인 조립, 제시모델은 개별 문항들을 조합하여 전체 시험을 구성·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바깥 쪽에 표시된
전달모델은 위에서 설명한 5 개 모델을 아우르는 모델로서 평가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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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 문제, 시간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는 모델이다. Mislevy
등(2003)은 평가를 이와 같은 하위 모델로 구분해서 개발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에
따라 각 모델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시험의 구성 요소인 개별 문항들을 잘 만드는 것은 전체 시험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그림 1 의 학생, 증거, 과업모델의 고려사항에 따라
좋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이후 단계에서 개별 문항을 조합하여 한 세트의 시험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조립, 제시모델 및 전달모델 단계에서 평가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에서는 개별 문항 작성에 초점을
두고,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학생, 증거, 과업모델의 각 단계별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각 단계의 핵심 고려사항, 즉 각 단계에서 출제자가 자문해야 하는 핵심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학생모델(Student Model)의 핵심 질문은 “어떤 능력을 재고자 하는가(What
are we measuring)”(Mislevy et al., 2003, p. 6)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험자의 능력(ability)이나 지식(knowledge)에
대하여 내리는 해석과 연결된다. 즉, 학생모델은 한 평가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 구인(construct)을 정의하는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2)

증거모델(Evidence Model)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은 학생모델에서 정의한
평가 구인을 “어떻게 잴 것인가(How do we measure it)”(Mislevy et al., 2003, p.
8)이다. 이 단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평가를 통해 수집한
학생 수행 결과물(work product)의 중요 특징을 판별하고 그 특징을
규정하는 ‘증거 규칙(Evidence rules)’이며, 다른 하나는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수행 특성을 채점하여 그 결과를 학생 모델과 연결 짓는 ‘통계
모델(Statistical model)’이다.

3)

과업모델(Task Model)에서는 “어디서 잴 것인가(Where do we measure it)”
(Mislevy et al., 2003, p. 8)가 핵심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 ‘어디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건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할 것이냐’로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과업모델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과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평가 수행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정의되는 학생, 증거, 과업모델은 그림 1 에서 보듯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모델들을 서로 연결해 가는 과정이 바로 증거추론(evidentiary
reasoning)이라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다. 즉, ‘어떤 능력 혹은 지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학생모델의 핵심 질문은 ‘어떤 증거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능력 혹은 지식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증거모델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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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이 증거모델의 질문은 다시 ‘어떤 유형의 문항 혹은 과업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가’라는 과업모델의 주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타당도(validity)는 좋은 평가가 갖춰야할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지만,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평가 개발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증거기반평가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평가 개발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위
모델로 세분하고, 각 모델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이 평가의
타당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틀을 제공(Zieky,
2014)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평가 개발자나 교사는 위에서 제시한 각 하위 모델의 핵심 질문을
의식적으로 자문하고 그 자문 결과를 평가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평가 개발
프로젝트에 증거기반평가모델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Yin 과 Mislevy(2021)는 이
모델을 적용하여 언어 평가를 개발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더 타당한
평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평가 개발에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적용한
실례로는 TOEFL iBT (Chapelle, Enright, & Jamieson, 2008),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및 토익 라이팅(TOEIC Writing) 시험(Hines, 2010), 영어 모국어 화자의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재기 위한 평가(Deane 과 Song, 2014) 등을 꼽아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기반모델이 국내의 영어 평가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절에서는 증거기반평가모델의 학생, 증거, 과업모델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질문이 2 장에서 논의한 영어 읽기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거기반평가모델의 하위 모델 간 연결성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타당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증거기반평가모델의 적용: 읽기 평가
그림 1 에 제시된 증거기반평가모델의 하위 모델 중 학생, 증거, 과업모델을 읽기
평가에 적용해 보면 그림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학생모델에서는 평가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 즉 구인(construct)을 정의하게 된다. 이 능력은 ‘영어 읽기 능력’ 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될 수도 있고 ‘설명문을 읽고 세부내용 파악하기’ 등과 같이
좀더 상세하게 기술될 수도 있다. 학생모델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을 규정한 후에는
평가에 포함될 과업의 특성과 그 과업 수행의 성공 정도를 채점하는 방법을 각각
과업모델과 증거모델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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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pplication of the ECD Model to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Evidence Model:
Scoring criteria &
method

Student Model:
Interpretation of
test results as an
indicator of the
construct (i.e.,
reading ability)

Task Model:
Reading passage
+ Reading
item(s)/task(s)

그림 2 에 제시된 3 개 모델 중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모델은 과업모델이다. 읽기 지문과 그 지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하는 문항은
‘읽기’ 시험의 외형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이 요소들의
특성을 정하는 단계가 과업모델이다. 과업모델이 이처럼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한
반면, 학생모델은 평가 결과(예. 정답 여부)가 갖는 의미 해석과 관련된 단계로 이
단계의 논의는 다소 추상적이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읽기 평가 출제 단계에서는 평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읽기 지문의 선정과 각
지문에 적합한 문항 출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그런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의미 해석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간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모델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업, 증거모델에
집중한 시험 문항의 대표적인 예가 앞서 2 절에서 논의한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지문을 사용해서 읽기 평가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2 와 비교해서, 그림 3 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업모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글을 읽기 지문으로 제시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그림 3 에서는 학생모델과 증거모델을 연결하는 화살표가 점선으로
표시되고, 그 아래 물음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읽기 지문이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글인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학생의 읽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FIGURE 3
Application of the ECD Model to Reading Assessment with a Reading Passage Known to
Students
Student Model:
Interpretation of
test results as an
indicator of the
construct (i.e.,
reading ability)

?

Evidence Model:
Scoring criteria &
method

Task Model:
Reading passage
that students
have read +
Reading
item(s)/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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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지문으로 어떤 글이 사용되든, 다시 말해 학생들이 이미 읽어본 글을
활용하든 혹은 처음 보는 글을 사용하든, 시험의 외형인 과업모델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시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타당한 기준에 따라 채점하기만 한다면 증거모델
단계에서도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증거모델에서 학생모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어떤 글이 지문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학생모델에서 고려해야 하는 질문은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읽기
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었는가’ 혹은 ‘시험 점수로 미루어 이 학생의 읽기
능력은 높은가 (혹은 낮은가)’ 등인데, 학생들이 이미 읽었던 지문을 사용한 시험의
결과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글이 읽기 지문으로 제시될 경우, 학생들이 지문을 읽을 필요 없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에 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2.1 절에서 인용된 Lee 와 Lee (2017)의 학생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된 현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읽기 시험에 학생들이 이미 읽어봤거나 공부한
지문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은 주어진 지문을 ‘읽지’ 않고, 즉 ‘읽기’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항은 인지타당도가 낮은
문항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식되지 않고 간과되기 쉽다. 아마도 이런 이유때문에 수능에서 EBS 지문을 그대로
사용했던 직접 연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낮은 타당도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１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그림 2와 그림 3의 대조를 통해
논의했듯이, Mislevy 등(2003)의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적용한다면 학생모델과 같이
구체적 형태로 드러내지 않으나 평가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고려사항을
놓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다.

4. 결론 및 교육적 함의
본 논문은 한국 영어교육학계에서 주로 출판되는 논문들과 같이 실증적 일차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문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 그동안 너무나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과되어 왔던 영어 읽기 평가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학생이 이미 읽었던 글을 이용해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잘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１

수능-EBS 연계 정책이 수능 읽기 지문의 난이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다(예., Kim & Lee, 2017; Kim & Choi, 2015; Yang & Lee, 2019 등).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수능 영어 읽기 평가 결과를 영어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학술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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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먼저 학생들이 이미 읽어 본 글을 읽기 지문으로 제시하는 평가
과업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평가 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타당도의 개념을 통해 지적하였다. 이미 읽어 본 글을 시험에서
접하는 경우 수험자는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읽기 평가 문항에 답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때 수험자가 거치는 인지과정은 처음 보는 글을 읽을 때 거치는 인지과정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해당 읽기 평가의 인지타당도는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문항을 사용한 평가 결과를 수험자의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내신평가와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 혹은 EBS 수능 교재에서 이미 읽어본 글이 읽기
시험의 지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Kwon, 2015; Lee
& Lee, 2017; Sung & Jo, 2015).
Messick(1989, 1994)에 따르면 평가의 타당화(validation)는 평가의 결과를 의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논증 과정(argumentation process)이다. 이
타당화 논증 과정은 평가 과업에서 시작해서, 과업을 통해 수집된 응답, 응답의 질에
대한 채점, 채점 결과의 해석 단계를 거쳐 그 해석을 바탕으로 내리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연결해주는 연쇄 추론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논리적 결함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체
타당화 과정의 논증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낮은
인지타당도는 평가의 타당화 논증 과정 전반의 설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증거기반평가모델은 평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연쇄 추론
과정으로서의 평가 타당화 논증 과정을 의식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Zieky(2014)의 설명과 같이,
증거기반평가모델 평가 개발과 그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의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화(explicit)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거기반평가모델의 모듈화된 구조와 각 하위모델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질문은
평가 개발자가 평가의 각 요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각 하위모델 간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평가 개발자는 각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이 평가의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곧 인식하게 된다. 본 논문의 3 장에서는 영어 읽기 평가에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적용해 봄으로써 이 모델이 평가의 타당도 논증 과정에
활용되는 실례를 제시하였다.
Mislevy 와 Haertel(2006)은 증거기반평가모델이 평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적용해오고 있던 것들을 표현만 바꿔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Is evidence-centered design just a bunch of new words for things we are
already doing? There is a case to be made that it is,” Mislevy & Haertel, 2006, p. 17).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저자들은 증거기반평가모델의 강점은 평가 개발 과정을 여러
하위모델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평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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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 즉 ‘평가’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It [Evidence-centered design] helps us
understand what we are doing at a more fundamental level,” Mislevy & Haertel, 2006, p.
18). 따라서 증거기반평가모델은 지필평가뿐 아니라 수행평가와 같이 지필평가보다
고차원적인 구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앞에서도 예로 언급했던
TOEFL iBT(Chapelle et al., 2008), TOEIC Speaking 과 Writing(Hines, 2010)과 같은
제 2 언어 능력 평가뿐 아니라, 영어 모국어 화자의 논증(argumentation) 능력
평가(Deane 과 Song, 2014), 더 나아가 간호사의 임상 판단 능력(nursing clinical
judgment)과 같은 상위인지 구인에 대한 수행기반 평가 개발(Dickison et al., 2016)에도
증거기반평가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증거기반모델이 한국의 영어
평가 분야에 소개되거나 평가 개발에 적용된 예는 아직 까지 찾아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증거기반모델의 활용에 관한 제안은 영어 읽기
평가를 현행보다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이끌어낼 수 있는 추후 논의의 예로 (1) ‘성취평가’인
내신평가에서 교과서 ‘밖’ 지문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과 (2)
증거기반평가모델을 활용해 영어 교사의 ‘언어 평가 전문성(language assessment
literacy)’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의 내신평가에서 교과서 지문 외의 글을 사용해서 읽기 시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내신평가는
‘성취평가(achievement test)’이며, 성취평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취평가에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해서, 성취평가를 구성할 때는 ‘수업
내용(course content)’ 자체보다는 ‘학습목표(course objectives)’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낫다(Hughes, 2003, p. 15)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 교과서의 읽기 지문도
결국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예. [9 영 03-09]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6)을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특정 교과서 지문‘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을 학습한 결과로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지문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학습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학생들이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내신평가에서는 이전에 이미 읽어서 굳이 읽을 필요도 없이 풀
수 있거나 혹은 완전히 기억해 내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기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글을 실제로 ‘읽고’ 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평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생의 읽기 성취기준의 달성 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이 정보는 학생의 읽기 능력에 대한 올바른 추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신평가에서 교과서 지문 이외의 글이 지문으로 제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어 교수·학습에 긍정적인 환류효과(washback)를 가져올 수 있다(McKin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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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 2018). 평가의 환류효과는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a clear message … about what should be learned, how it should be taught, and what
teachers and students can do to reach their respective goals)”(Chung & Nam, 2018, p. 44)를
전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내신평가의 읽기 평가에서 제시되는
지문을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읽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글을 (거의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반복해서 읽는 대신 다양한 영어 글을 읽는 방식으로 영어 읽기 공부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학생들의 영어 읽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평가모델이 교사들의 언어 평가 전문성, 평가 문해력(language
assessment literacy) 신장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Mislevy 와 Haertel(2006), Zieky(2014)에서 논의되었듯이
증거기반평가모델은 좋은 평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이해하기 쉽고,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실용적인 틀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틀은 본 논문에서 예시로 제시한 읽기 평가 이외에 다양한 능력,
지식을 평가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예비 교사
양성 과정이나 교사 연수 등 재교육 과정에서 소개하고 실제 평가 개발이나 기존
평가 분석에 적용해 보게 한다면, 교사의 평가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영어 평가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환류효과(washback effect)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pplicable level: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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