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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정기간동안 성취한 개인의 외국어능력 개별성취도지수로 균일성취도지수와 상대성취도지수를

제안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두 지수 모두 −1 ∼ 1의값을 가지며 해석이 용이하다. 또한 최고와

최저 점수가 서로 다른 시험의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태성취도지수는 각 사람

의 초기 평가시점의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균일성취도지수보다 합리적인 평가지수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각 학생의 현재 능력을 고려하여 성취도를 측정·비교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외국어능

력시험결과를동시에비교할유용한지표를제시한다.

주요용어: 공인외국어능력시험, 균일성취도지수, 상대성취도지수, 지수.

1. 서 론

한국통계학회 (1987)에서 발간한 통계용어사전에서 지수 (index number)를 “어떤 현상에 대한 수준

의 추이를 살피거나 또는 몇 개의 현상에 대한 추이를 서로 대비하기 위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수량의

변동을 기준 시점의 값에 대한 상대값으로서 나타낸 값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수는 주로 경

제학이나경영학등에서시간에따른가격이나물량등의변화를측정하기위해사용해왔다.

19세기 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상품들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측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가격지수

(price index)라는 것을 정의하였다. 1938년 Dutot는 최초로 가격지수 (price index)를 정의했는데, 관

찰시점 (observed time point)의 상품가격들의 합을 기준시점 (base time point) 상품가격들의 합으로

나누었다 (Vogt와 Barta, 1997). 이후지수에대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져오늘날지수는많은사회적

현상을 측정하기위해 정의되는 하나의 통계적측도 (statistical measure)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Vogt와

Barta, 1997). 이처럼 지수란 통계적 측도로 함수이며,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때 서로 다르게 정의된 함

수는 서로 다른 함수값을 도출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주어진 현상의 다양성을 보다 잘 집약하고 설명하

는함수를찾기위해노력한다 (Fisher, 1927).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젊은 층에 대해 높은 수준의 외국어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졸업생취업률에비상한관심을갖고있는각대학에서는장학사정등에 TOEIC을비롯한각종공

인 외국어능력시험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 때, 최소한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첫째, 각 학생들이

현재 취득한 절대점수를 장학사정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취득한 점수의 상대크기를 반

영할지를고려해야한다. 둘째, 한종류의공인외국어능력시험점수만을반영할지, 서로다른종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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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반영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 외국어 종류와 상관없이 각 학생의 절대점수만을 반영한다면 쉬운 결

정이 되겠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개별학생의 현재 능력을 고려한 상대적인

성취도를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공인 외국어능력시험은 만점이 서

로다르기도하고, 동일한공인외국어능력시험이라할지라도시험의실시방법에따라만점이다른경우

도있다. 이경우, 서로다른공인외국어능력시험점수나실시방법에따라만점이다른시험들을절대점

수에기준해서성취도를비교·평가는것은한계가있다.

교육학에서 성취도는 교육자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피교육자의 실현정도를 측정

하는 것으로 교육목표를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혜숙, 2003;

하정 등, 2009). 통계학자들의 경우는 자료를 보다 잘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박노진, 2009; 조윤식, 2009).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취도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별학생들의현재점수를고려한성취도를측정하기에적절하지않고, 따라서새로운지표를정의할필

요가명확하다.

본연구에서는서로다른공인외국어능력시험과출발시점에서의외국어능력이서로다른학생들의개

별성취도를비교·평가하기위한새로운개별성취도측정지표를개발·제시하였다.

2. 주요 공인 외국어시험

영어는 한국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외국어이다. 영어 관련 주요 공인 외국어능력시험에는 토익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토플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텝스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

versity) 등이있다.

토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국제환경에 적응하기위해 필요한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교육평가위원회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한 시험제도로 우리나라에서

는 198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naver.com 백과사전의「토익(TOEIC)」해설; LORI, 2008). 토플은 영

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권나라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영어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

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으로 토익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ETS에서 만들고 관리해오고 있다. 1964년 처

음 토플이 실시될 때는 필답시험 방식 (PBT: Paper-based TOEFL Test)으로 운영되었으나, 오늘날은

PBT방식, 컴퓨터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CBT (Computer-based TOEFL Test)방식, 인터넷을 이용한

IBT (Internet-based TOEFL Test)방식을 혼용하고 있고 한국은 2006년부터는 IBT방식으로 시행되

고 있다 (naver.com 백과사전의 「토플(TOEFL)」해설; 신영수 등, 2008). 토플이나 토익과 달리, 텝

스는순수하게국내의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에서개발된국가공인영어시험으로지난 40년간정부기관,

각급단체및기업체를대상으로일반적인의사소통능력을측정해오고있으며, 현재는일반인들도많이

응시하고있다 (TEPS 웹사이트; 김창민과이경란, 2000).

일본어나 중국어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제도가 있는 데, 일본어의 JPT (Japanese Proficiency

Test)나 일본어능력시험 (JLPT: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과 중국어의 중국한어수평고시

(HSK: The Chinese Proficiency Test)가있다.

일본어능력시험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최고 1급에서 최

저 4급의 4개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수험자가 자신의 일본어능력에 맞는 급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되

어 있다 (JLPT 웹사이트). JPT는 일본어능력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언어의 본래기능

인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위해 개발된 시험제도이다 (YBM시사사이트의 JPT; YBM 일본어연구회,

2003).

중국한어수평고시는중국어가모국어가아닌사람들을대상으로중국어능력을평가하기위해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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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가급표준화고시이다. 한어수평고시는기초 (1급∼3급), 초중등 (3급∼8급), 고등 (9급∼11급) 3종

류로 구분되며, 초중등HSK는 영어의 TOEFL, 고등HSK는 영어의 GRE에 해당된다 (중국한어수평고

시웹사이트; 김진우, 2002; 소옥형, 2005).

표 2.1은주요공인외국어능력시험별최저점수와최고점수를정리한표이다.

표 2.1 주요 공인외국어능력 시험

외국어 시험 종류 최저점수 최고점수

TOEIC 10 990

iBT(인터넷) 0 120

영어 TOFLE CBT(컴퓨터) 0 300

PBT(필답형) 310 677

TEPS 10 990

일본어 JPT 10 990

중국어 HSK 초중등 152 400

고등 220 500

3. 개별성취도지수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측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의

성취도측정을위한함수를정의하기에앞서몇가지기호를정의한다.

l: 최저점수

f : 최고점수

x0: 초기점수

xt: 기간 t 가경과한후의관찰점수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가격지수의 기본단위는 개별단위들의 상대가격 (price relative) 또

는 개별가격지수 (individual price index)이다. 이는 한 상품의 기준시점가격 (p0)에 대한 관찰시점

가격 (p1)의 상대크기 p1/p0 로 정의된다. 일정기간 동안 개별 학생이 성취한 외국어능력성취도에 상

대가격개념을 응용한 가장 단순한 형태는 상대점수 (score relative)로 각 학생이 기준시점 (base time

point)에 취득한 초기점수를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성취한 관찰점수의 상대값, 즉, xt/x0 이

다. 학생들의성취도에상대점수의개념을적용할때, 초기점수가 500에서관찰점수 525로향상된학생

의성취도는초기점수가 700에서 735로성취한학생의성취도와동일하게 1.05이다. 이경우, 초기점수

가 더 높은 학생은 초기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과 동일한 성취도 값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수

를 추가적으로 높여야 한다. 초기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1점을 추가

적으로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난이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점수는 합리적

이라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3.1. 균일성취도지수

각학생이현재취득한초기점수에서일정기간경과한후취득한관찰점수의성취도측정을위한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수는 총시험점수범위 대비 일정기간 경과 후 추가한 점수의 상대크기로 정의할 수 있

다. 즉,

IU = (xt − x0)/(f − l)



632 Duk-Joon Chang · Sunyeong Heo

이때, (f − l) 는시험점수의총범위이고, −1 ≤ IU ≤ 1 이다. IU 는각학생의개인능력과상관없이동

일한 점수 폭의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경우,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즉 학생A의 초기 토익점수가 400점

이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관찰점수는 500점이고, 학생B의 초기 토익점수는 700점이고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 관찰점수는 800점이라면, 두 학생의 IU 는 모두 100/(990 − 10) ≈ 0.102 로 동일하다. 따라

서 IU 는각학생이현재가지고있는언어능력과상관없이전체점수범위대비주어진기간동안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측정하기에유용한지표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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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토익과 토플 iBT (왼쪽), 토익과 HSK 초중등 (오른쪽)의 균일성취도지수

그림 3.1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시험에 대하여 IU 를 계산하여 비교한 것이

다. 왼쪽의 그래프는 최고와 최저 점수가 10점과 990점인 토익시험과 최고와 최저 점수가 각각 0과

120인 토플 iBT를 비교한 도표이다. 오른쪽 그래프는 토익점수와 최저와 최고 점수가 각각 152과

400인 중국어 HSK초중등 시험을 비교한 도표이다. 각 비교에서 초기점수와 기간 t 가 경과한 후 성

취한관찰점수 xt 는

x0 = (f − l) · π + l; xt = (f − l) · p + l

로하였고, (f − l) 은각시험의총점수범위 (range)이고 π 와 p 는각각총점수범위에서현재성취한비

율과 기간 t 가 경과한 후 성취한 비율로 위 도표에서 π 는 50% (처음의 두 도표), 70% (가운데 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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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마지막두도표)이고 0 ≤ p ≤ 1 이다. π 값에상관없이, 즉초기값에상관없이 −1 ≤ IU ≤ 1

이고, 각 π 에 대해 세 시험에 대한 성취도 IU 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IU 는 서로 다른 시험들의

성취도를비교하는데적절하다.

3.2. 상대성취도지수

앞 절에서 정의한 균일성취도지수 (IU )는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개별학생이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언어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기간 성취한 점수의 상대크기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외

국어 능력은 각 학생들이 현재 취득한 점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

생이 추가하는 1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추가한 1점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

문에 현재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정도의 난이도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현재 높은 점수를 보유

한 학생이 잃은 1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유한 학생이 잃은 1점보다 총점대비 손실이 적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허순영과 장덕준 (2009)은 상대성취도지수 (Relative achievement index)를 다음

과같이정의하였다.

IR =

(
(xt − x0)/(x0 − l), x0 ≥ xt,

(xt − x0)/(f − x0), x0 < xt,

이때, IR 는 −1 ≤ IR ≤ 1 이다.

허순영과장덕준 (2009)은 IR 는각학생의초기점수를고려하여학생들의개별성취도를비교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최고·최저점수가 서로 다른 시험들 간의 비교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IR 은 IU 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기가 용이하다. 어떤 학생이 IR > 0 라면 초기점수에서 만점까지 남아

있는 점수의 100IR% 성취를 의미하고, IR < 0 라면, 초기점수까지 성취한 점수폭 (x0 − l)에서 100IR

% 퇴보하였음을의미한다.

3.3. 균일성취도지수와 상대성취도지수의 비교

그림 3.2는 10∼99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는 시험에서 초기점수 x0 가 각각 (가) 500점, (나) 600점,

(다) 950점, (라) 400점인 경우, 기간 후 성취한 점수 (xt)에 대한 균일성취도지수 IU 와 상대성취도지

수 IR 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때, x− 축은 기간 t 가 경과한 후 얻은 관찰점수 xt 이고 y− 축은 성
취도지수를나타낸다.

균일성취도지수의 경우 초기점수와 상관없이 기울기가 동일하나 초기점수가 점수범위의 1/2에 해당

하는 값 500점을 기준으로 500점보다 증가하면 직선이 아래쪽으로 500점미만이면 위쪽으로 각각 평행

이동한다. 도표 (마)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상대성취도지수의 경우, 초기점수가 500점일 때

(가) 좌우의 기울기가 동일하나 500점보다 크면 (나, 다) 오른쪽의 기울기가 왼쪽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

르고, 500점보다작으면 (라)그반대가된다. 도표 (바)는이를좀더잘대비시켜준다.

사람들은 개별성취도지수뿐 아니라, 어떤 그룹의 전체성취도에 대해서도 종종 관심을 갖는다. 그룹성

취도지수의가장단수한형태는각개별지수의단순평균이나또는그룹의평균적성취에대해지수를계

산하는 방법이다. 균일성취도지수의 경우, 개별성취도지수의 평균과 그룹의 평균에 대한 성취도지수가

같다. 즉, n 명으로구성된그룹의 i 번째사람의성취도를 IUi 라할때,

IUi = (xti − xoi)/(f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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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균일성취도지수 와 상대성취도지수

이다. n 명의지수평균은

ĪU=

X
IUi/n = (x̄t − x̄0)/(f − l) = IUm

이다. 여기서, x̄o =
P

xoi/n 이고 x̄t =
P

xti/n 이고, IUm 은 (x̄o, x̄t)에 IU 를계산한결과이다.

그러나 상대성취지수 IR 은 IU 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표

3.1은상황에따라달라지는두값 ĪR 과 IRm 의차이를확인하기위한시뮬레이션결과이다.

표 3.1은 토익, 토플 iBT, 중국어 HSK초중등 시험성적 X 의 평균이 µ , 표준편차가 σ 인 정규분포

일때, 즉 X ∼ N(µ, σ2) 일때, n = 20 쌍의난수(x0 , xt)를발생하여각난수로부터 IRi 를계산한후,

20개의 IRi 의 평균 (ĪR)을 계산하고, 다시 20개의 x0 과 xt 에 대해 평균 (x̄0, x̄t)을 계산한 후, (x̄0,

x̄t)에대해다시 IRm 을계산하여두값들간의차이 ĪR − IRm 을정리한결과이다.

토익에대한표의첫번째행에서보여지는결과의경우, 초기점수와 t 기간이후관찰점수는각각

x0i = 400 + ei; xti = 500 +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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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각각 20개의 난수를 발생하였다. 여기서 e ∼ N(0, 502) 이다. 발생된 20개 난수의 표본평균

으로부터 IRm 을 계산하고, 발생된 20개의 난수 각 쌍으로 부터 계산된 IRi 의 평균 ĪR 과의 차이

ĪR − IRm 가 이다. 토플 iBT와 중국어 HSK초중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산을 적용한 결과가 표 3.1에

주어져있다.

대체로 (µo, µt) 모평균이 향상된 경우 ĪR − IRm < 0 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그룹성적이 향상된 경

우 각 개별학생들의 성취도 IRi 는 양과 음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반면 (x̄0, x̄t)는 평균적으로 양

의 성취를 나타내므로 IRm 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ĪR − IRm 의 차이는 대체로

ĪR − IRm ≈ 0 를간주해도큰무리가없을정도의크기를갖는다. 단지, 초기점수와관찰점수가평균적

으로 유사한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 개개인의 성취도는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고, 그

중에서 몇 명은 매우 큰 양의 지수나 매우 큰 음의 지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지수의 평균 ĪR

과 평균에 대한 지수 IRm 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지수를 사용하여 그룹에 대한 성

취도를측정할때, 두값 (ĪR, IRm)과 IRi 의분산을함께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표 3.1 공인외국어능력 시험별 상대성취도지수

토익 ( σ = 50 ) 토플 iBT ( σ = 5 )

µ 난수평균 µ 난수평균

상태 µ0 µt x0 xt ĪR − IRm µ0 µt x0 xt ĪR − IRm

향상 400 500 407.5 491.8 -0.006 45 50 44.2 52.4 -0.009

불변 500 500 500.5 518.2 -0.001 50 50 49.4 50.1 -0.016

퇴보 500 400 491.8 392.3 0.012 50 45 50.1 45.1 -0.003

향상 550 600 549.0 594.1 0.000 55 60 52.6 61.4 -0.005

불변 600 600 616.2 594.1 0.016 60 60 60.0 61.4 -0.002

퇴보 600 550 594.1 555.0 0.015 60 55 60.0 54.5 0.012

향상 700 770 712.2 788.5 -0.012 70 77 71.6 74.8 0.004

불변 700 700 712.2 686.1 0.035 70 70 71.9 70.3 0.027

퇴보 770 700 783.4 712.2 0.013 77 70 75.9 69.2 0.005

HSK초중등(σ = 20)

µ 난수평균

상태 µ0 µt x0 xt ĪR − IRm

향상 210 250 209.5 251.6 -0.008

불변 250 250 258.4 259.2 -0.022

퇴보 250 210 258.4 210.9 0.036

향상 270 310 267.5 308.5 -0.022

불변 310 310 306.3 308.5 0.029

퇴보 310 270 306.3 271.9 0.008

향상 310 350 308.5 350.9 -0.016

불변 350 350 350.9 351.1 0.111

퇴보 350 310 351.1 307.7 0.007

4. 결 론

지금까지 개별 학생들의 공인 외국어능력시험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지수를 정의하고 비

교하였다. 균일성취도지수와상대성취도지수는모두 −1 ∼ 1 의값을가지며모두해석이용이하다. 또

한, 두지표모두서로다른최고와최저점수로구성된시험을동시에비교가능하다. 그러나제안한개

별성취도지수함수를 이용하여 그룹성취도를 측정할 때, 균일성취도지수는 지수들의 평균과 평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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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동일하지만 상대성취도지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그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다. 단지, 초기점수

와 관찰점수가 평균적으로 유사한 경우 각 개개인의 성취도는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평

균에대한지수는절대값이매우작은값을가지게되어두값의차이가클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상

대성취도지수를 이용하여 그룹성취도를 측정할 때, 두 값 (ĪR, IRm)과 IRi 의 분산을 함께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상대성취도지수는 각 사람의 평가시점초기의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균

일성취도지수보다 합리적이고 유용한 평가지수라 할 수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외국어능력시험

결과를동시에비교하는데에도유용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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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wo types of indices to evaluate individual student’s achievement

of foreign language abilities between two time points. One, named uniform achievement

index, is defined as the ratio of additional score between two time points to the total

score range of a test. The second one, named relative achievement index, is defined as

the ratio of additional scores between two time points to the remaining score at the

base time point to the full score if the score is improved during the given period of

time, and if not,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amount of losing scores to the difference

of the score at the base time point from the least score of the test. Two indices are

both having values between -1 to 1, and easy to interpret. Also, they are eligible to

compare scores from different tests at the same time. However, relative achievement

index will be more useful to compare student having different base scores because it is

consider each student’s test score at the base time.

Keywords: Index, individual achievement index, internationally authorized langua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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