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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51번, 52번, 53번 문항을 독일어능력시험 중급 쓰기 문항과 비
교함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과제 중심 쓰기 문항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쓰기 평가는 2014년 35회부터 토픽Ⅱ에서만 치러지고 있으며 중·고급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
로 치러지는 1종 유형이다. 문항 수는 총 네 문항이지만 이 중에서 세 문항은 중급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문항은 고
급에 해당한다. 즉, 쓰기에서 3급과 4급을 평가하는 문항은 3문항, 5급과 6급을 평가하는 문항은 1문항에 불과하며
현재 출제되고 있는 쓰기 문항은 각 등급에 맞는 기능, 과제, 텍스트 유형 등에서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일어능력시험은 1960년대에 Zertifikat Deutsch라는 시험이 개발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1999년에 1차 개편과 2013
년 2차 개편을 거쳐왔다. 2013년의 개편은 유럽공통참조기준 및 Profile Deutsch에 기반한 내용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험의 품질확보 공인을 위한 것으로, 평가체제는 6종 6등급으로 각 등급별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쓰기 문항은 각 등급마다 문항 수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2~3개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한 문
항에 하나의 과제가 제시된다. 중급에 해당되는 B1은 세 문항에 세 가지 과제가 출제되고 B2는 두 문항에 두 가지
과제가 출제되며 과제 유형은 모두 서술형으로 대답해야 하는 개방형이다.
외국어 평가는 외국어 교수법의 변화와 함께 그 흐름을 같이 해왔는데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의사소통 중
심교수법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언어 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능력을
단지 단일요인으로 보는 과거의 시야에서 탈피하여,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를 다요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으
로 보고, 본격적으로 언어 평가의 관심이 언어표현의 정확성보다는 평가에 주어진 과제(task)의 실현에 바탕을 둔 의
사소통 능력 측정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독일어능력시험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Bachman(1990)과 van Ek(1980)의 이론
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이 정립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둘의 쓰기 시험에서 평가 체제, 문항 수, 기능, 과제,
텍스트 유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어능력시험과 비교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체제와
중급 쓰기 문항의 개선을 시사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채점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
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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