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2021 하계 워크숍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에서는 6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이대로 좋은가?>의 제
목으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 11시 30분
Zoom: https://hallym-ac-kr.zoom.us/j/88641625296
회의 ID: 886 4162 5296
프로그램
1. 기조 발표: 절대평가 시험으로서의 수능 영어시험 분석: 주요 난이도 예측 변인을 중심으로
이현우 (인하대학교)

(10:05 – 10:40)

지난 수년간의 수능 영어시험의 난이도 변동은 수험자,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적지 않
은 혼란을 일으켜왔다. 고정 등급 분할 점수 방식의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이 시험이
과연 이전의 시험보다 난도가 더 올라갔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시험 난이도의 차는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도 이런 난이도의 변동이 계속될 것인지 등의 의문점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영어교육 현장은 불필요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주요 난이도 예측 변인을 중심으로 2015-2020학년도 수능영어 시험을 비
교·분석하고자 했다.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이들 6개 시험은 정답률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차
가 없었지만(p = .753),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각 시험의 최고난도 읽기 13개 문항의
정답률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p = .001). 이는 2015-2020학년도 수능영어 시험이 전
체적으로 동일하나 소수의 최고난도 문항에서의 고급 어휘 사용 비율, T-단위의 길이, 오
답지 매력도에서의 차이가 1~3등급과 같은 상위 등급의 수험생 수와 비율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난도의 문항 유형의 반 이상은 읽기나 쓰기 과정과 무관한, 그저 ‘평가를 위한 문
제’로 여겨진다. 글을 읽으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올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거나 순서가 잘
못된 글을 바로 잡으면서 글을 읽는 경우는 수능영어 시험 외에는 없다. 이들 유형의 문제
가 전형적인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데 변별력이 높을지는 모르나, 영어 학습에서는 수능영
어 시험에서처럼 중요하지는 않다. 영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영어로의 의사소통
능력 제고이지 수학이나 언어(국어) 시험에서 중복적으로 측정하는 추론 능력의 제고가 아
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수능영어 시험은 이들 읽기나 쓰기 과정과 잘 부합하지
않는 문제 유형들을 제외하고 읽기나 쓰기의 기본인 주제나 요지 파악, 사실적 이해, 단어
나 구의 문맥적 의미 파악 등의 기본에 충실한 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패널 토론: 강동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종배(건국대학교), 신상근(이화여자대학교),
유원호(서강대학교), 김태국(인제고등학교)

(10:40 –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