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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실제 언어 사용과 의사 소통 목적의 영어교육이 강조 됨에 따라, 간접쓰기 

평가는 점차 에세이 쓰기와 포트폴리오 쓰기 등의 직접 쓰기 평가로 바뀌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더 효과적인 직접 쓰기 평가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과 같은 EFL 상황의 중등 쓰기 평가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쓰기 평가에서는 채점자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채점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채점자 신뢰도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들은 

채점자 편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채점자 편향을 줄이면, 채점자 

신뢰도가 결과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에 맞춰,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은 EFL 상황의 중등학교 쓰기 

평가 맥락에서 얼마나 채점자 편향이 나타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채점 

행위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채점자 훈련을 하는 동안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에 관해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얼마나 줄어들며, 그 원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채점자 대상 

피드백에 대한 채점자들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총 한 달 

반 기간 동안 2주 간격을 두고 3번의 채점 세션을 갖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10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채점 양상을 관찰하였다. 

각 세션 별로, 10명의 채점자들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쓴 두 가지 종류의 글, 

즉, 논설문과 내레티브 글 6편씩을 채점하였고, 채점을 하는 동안에 

사고구술기법을 사용하여 채점 과정을 녹음하였다. 각 채점 세션 후에는 몇 

가지 질문에 따라 채점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채점 

세션 전에는 전 세션에서의 채점 결과를 기초로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받았다.  

10명의 채점 자료들을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각 세션 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 그리고 그 변화 추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아울러, 채점자 대상 피드백에 대한 채점자들의 반응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편향은 채점자 훈련 마지막 

세션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전 세션에서 채점자 편향을 보였던 

대부분의 채점자들은 다음 세션에서는 채점자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채점자 

편향의 원인으로는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항목 간 혼란, 그리고 채점표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의 영향 등이었다. 

채점자 대상 피드백에 의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은 상대적으로 쉽게 

교정된 반면, 채점표 외에 요소의 영향으로 인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있었다. 아울러 채점자 대상 피드백은 순기능과 채점자의 일관성의 

일시적 혼란 등의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였고, 특히, 채점자의 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채점자들이 자신의 이전 채점 행위를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그 기능이 중요했다.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채점 행위에서 분석하고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채점자 편향을 위한 맞춤식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을 일으키는 채점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채점자 편향을 줄여 직접 

평가에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제 2언어 직접 쓰기 평가의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채점자 편향, 채점자 편향의 원인, 채점자 훈련, 채점 과정, EFL 중

등학교 쓰기 평가 

학 번: 2012-3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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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세계화로 말미암아 영어 

교육은 실제 맥락에서의 진정한 의사 소통 능력의 배양을 위해 의사 소통 

접근 교수법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의사 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직접 쓰기 평가에서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rater bias)과 그 원인을 

연구하였다. 또한,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채점자에게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상황의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에서도 

실제 의사 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의 목적을 위해 교육과정 선정에서부터 

교과서 제작,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에까지 의사 소통 목적을 위한 

영어 교육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쓰기 평가 부분에서 과거의 

선택지나 빈칸 넣기와 같은 간접 평가는 진정한 의사 소통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 쓰기나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직접 쓰기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여 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직접 쓰기 평가로 

지향할 것과 채점 과정에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현 고등학교 영어 쓰기 평가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실제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평가보다는 빈칸 넣기나 문장 쓰기와 같은 간접 쓰기 

평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입 입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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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사들의 서술형 채점을 학생과 학부모가 

불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어 교사 쓰기 채점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쓰기 평가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문항 개발과 효과적인 채점표 제작만큼이나 채점자 훈련을 통한 영어 

교사들이 채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Lovorn과 Razae, 2011).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쓰기 평가 채점자 훈련을 공식적으로 받아본 기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채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한때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국가영어능력 시험을 위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쓰기 평가 

도입이 논의될 때, 현장의 영어 교사들이 자신들의 채점에서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Kwon, 2010). 따라서, 

채점자 훈련을 통한 영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접 쓰기 평가와 비교되는 직접 쓰기 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채점자의 개입이다(McNamara, 1996). 채점자가 채점표를 보고 특정 작문에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

험자의 정확한 능력을 측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Hapm-

Lyons, 1990). 따라서, 직접 쓰기 평가에서는 작문에 나타난 언어 수행을 기

초로 채점자가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점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Hyland, 2007).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표의 객관

적 기준에 따른 정확한 채점을 해야 채점자의 주관적인 편향에 따라 학생의 

쓰기 능력 측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의 쓰기 능력을 보다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rater bias)을 줄여야 한다. 채점자 편향이란 채점자가 실제 

학생이 받아야 하는 점수보다 더 낮거나 더 높게 점수를 부여하는 

엄격성이나 관대성으로 정의된다(Engelhard, 1994; Schaefer, 2008; Shin, 

2010). 많은 채점자 편향 연구들은 채점자 훈련 후에도 편향이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Choi, 2000, 2002; Shin. D.; Shin.Y.,20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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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es, 2005; Kondo-Brown, 2002; Schaefer, 2008; Weigle, 1998). 

지금까지의 채점자 편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채점자 편향은 전반적, 

부분적, 그리고 국소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채점자 

편향 양상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예, Fahim과 Bijani, 2011; McIntyre, 

1993; Schaefer, 2008; Shin과 Sul, 2005). 첫째는 채점자가 전반적으로 

보이는 엄격성이나 관대성이고, 둘째는 채점자와 특정 요소와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편향이다. 후자의 경우, 채점자가 특정 항목을 채점할 때 

또는 특정 학생을 채점할 때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경우, 특정 학생의 특정 항목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부분적 편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채점자 편향이 채점자와 

채점 상황의 각 요소와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예, 

Schaefer, 2008, Shin, 2010). 채점자와 특정 학생과의 상호작용, 채점자와 

채점표의 항목 간의 상호 작용 등을 할 때 관대하거나 엄격한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채점자 편향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앞서 언급한대로 채점자 

훈련을 한 후에도 편향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Wigglesworth(1993, 1994)는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채점자 훈련을 할 때 각 채점자에게 

이전 채점 세션에서 보였던 편향 양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채점자 세션이 지남에 따라 편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채점자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채점자 훈련을 통한 

편향의 감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채점자 편향 관련 선행 연구들은 채점자 편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예, Kondo-Brown, 2002; Lumley와 

McNamara, 1995; Schaefer, 2008)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채점자의 개인 배경(예, 모국어의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Congdon & McQueen, 2000; Eckes, 2005; Engelhard, 1994; 

Engelhard & Myford, 2003; Schoonen, 2005; Weigle, 1998). 즉, 채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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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채점자 훈련, 채점 경험, 전공 배경, 성격 등의 변인과 채점 결과의 

연계를 연구하였다.  

채점자의 개인 배경과 더불어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관찰하여 채점 과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Weigle, 

2002). 그러나, 채점자의 채점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예, Eckes, 2008; Vaughan, 1991; Yi, 2009). 채점 과정은 특정 

글을 읽은 후 채점표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점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 채점자들이 왜 

채점자 편향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Smith(2000)와 

Vaughan(1991)은 채점자들은 쓰기 채점 과정에서 자신만의 특징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Lumley(2005)는 각 

채점자의 채점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채점자 훈련의 효과적인 방향 설정과 

자료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채점 과정을 연구한 

Yi(2009)의 연구에서도 채점 행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떻게 채점하는지 채점 행위의 

패턴을 연구하였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채점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채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 과정을 잘 분석하고 더 나아가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채점자 훈련을 시키면 채점자 편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채점자 훈련 프로그램도 채점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점표를 읽고 이해한 후, 샘플 글들의 항목별 등급의 예시를 

보고 직접 연습용 샘플을 채점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비교하는 것 

과정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채점자 훈련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Weigle, 

2002). 그러다 보니, 실제 채점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채점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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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따라서, 채점 과정과 채점 결과를 연계시키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채점자 훈련이 채점자 편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itchell(1994)은 채점자 훈련을 전문적 자질이 부족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채점에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채점자 훈련은 채점의 전문성이 부족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점의 전문성 향상의 목적으로 채점 결과의 편향과 그 

원인을 채점 과정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채점자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2주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시행한 채점자 훈련에서, 

채점자 편향을 보인 채점자들에게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얼마나 줄어들고, 아울러 그 원인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 양상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채점자 편향 원인이 무엇인지 채점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점 과정에서 나타난 채점자 편향 원인을 피드백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채점자 편향 연구의 양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채점자의 사고구술기법 자료와 채점일지   

자료까지 분석하여 채점과정과 피드백에 대한 채점자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더 깊게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부분적 편향뿐만 아니라 전반적 편향과 국소적 편향까지 

폭넓게 분석함으로써 편향과 그 원인을 일회성의 채점자 편향 연구가 아닌 

여러 채점 세션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편향과 그 원인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노력이 직접 쓰기 평가의 채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에게 채점자 훈련을 통해 편향과 그 원인,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채점 특성들의 변화 추이까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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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편향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채점자 훈련 모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직접쓰기 평가 

과정에서 채점자 편향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여 영어 교사들의 채점 전문성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중∙고등학교 직접 쓰기 평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의사 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 

쓰기 교육과 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직접 쓰기 평가에서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친 채점자 훈련 과정이라는 연구 맥락 

안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영어 작문 평가를 위한 채점자 훈련 시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 양상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에 대해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함께 연구 문제가 소개되고, 제 2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연구 절차,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 



-7- 

 

결과가 제시되고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논의를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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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연구를 소개한다. 채점자 

편향(rater bias)의 정의, 채점자 편향 관련 연구, 채점자 편향 원인, 채점표, 

채점자 훈련에 관한 이론 및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2.1 채점자 편향 정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용어인 채점자 편향에 대해 

선행연구의 정의를 살펴보고, 채점자 편향을 전반적, 부분적, 그리고 국소적 

편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1.1 채점자 편향(rater bias)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97)에서는 편향(bias)을 

“편파(partiality), 경향(inclination), 한쪽으로 치우친 기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Schaefer(2008)와 Shin(2010)은 채점자의 편향을 “채점에서 나타나는 

엄격성이나 관대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Engelhard(1994)는 채점자 편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채점자가 학생이 수행을 통하여 받아야 되는 점수보다 더 

낮거나 더 높게 채점을 하는 경향”(p.9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cNamara(1996)는 채점자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범주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채점자의 전반적인 엄격성이나 관대성이고 둘째는 

채점자가 학생, 과업, 채점 항목에 대해서 채점할 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엄격성이나 관대성이다. 두 번째 범주는 채점자와 다른 요소와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엄격성이나 관대성이라고 하여 상호 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에 의한 채점자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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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들과 범주를 고려하여 채점자의 편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채점자 편향이란 채점 시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분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특정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채점자의 엄격성이나 관대성의 

경향이다.’ 이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편향을 전반적 

편향(overall bias), 부분적 편향(local bias), 국소적 편향(particular point 

bias)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2 전반적 편향(overall bias) 

 

전반적 편향(overall bias)은 평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채점자의 전반적인 

엄격성이나 관대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Fahim 과 Bijani, 2011; Kondo-

Brown, 2002; Lumley 와 McNamara, 1995; McNamara, 1996: Orr, 2002). 

본 연구에서도 이들 정의에 따라 ‘채점자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채

점의 엄격성과 관대성’이라고 정의하며, 다국면 측정 결과 나오는 채점자들

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에서 상자그림을 통해 이상치(outlier)로 간주되는 

것을 전반적 편향이라고 정했다. 

 

2.1.3 부분적 편향(local bias) 

 

부분적 편향(local bias)은 평가문헌에서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편향(bias in 

interac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He, Gou, Chen 과 Chang, 2013; Kondo-

Brown, 2002; Lumley와 McNamara, 1995; McNamara, 1996: Shin, 2010; 

Schaefer, 2008). 이것은 이원 상호 작용 (two-way interaction) 편향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점자-학생 상호 작용 편향, 채점자-채점 

범주(항목) 상호 작용 편향 등(Schaefer, 2008)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모 채점자가 특정한 학생에 대해서만 유난히 엄격하거나 관대한 편향을 

보인다든가, 모 채점자가 특정한 항목(예, 문법)에 대해서만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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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거나 관대한 편향을 보일 때, 이를 이원 상호 작용 편향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편향과 대비되는 개념을 살려서 부분적 편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Wigglesworth(1993)도 전반적 편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분적 편향을 채점자에게서 발견되는 채점 행동의 세부적 경향성이라고도 

설명하였다. 부분적 편향은 다국면 측정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들이 

자동적으로 산출되어 보고된다. 

 

2.1.4 국소적 편향(particular point bias) 

 

국소적 편향(particular point bias)은 위에서 정의한 부분적 편향이 더욱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때에 해당한다. 즉, 부분적 편향이 이원 

상호작용(two-way interaction)에서 보이는 편향이라면, 국소적 편향은 삼원  

상호 작용(three-way interaction)에서 나타나는 편향인 셈이다. 평가 

문헌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unexpected response)이라고 

불렀으나(Lumley와 McNamara, 1995; Shin과 Shul,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원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추적하여서, 이들을 삼원 상호 작용에서 

오는 편향으로 보았다. 즉, 채점자-학생-채점 범주(항목), 채점자-학생-

과업(task)등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엄격하거나 관대한 편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편향을 본 연구에서 국소적 편향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의 국소적 편향은 다국면 측정에서 보고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 

값(unexpected responses)에서 ±3 1 에서 벗어나는 값으로 정했다. Jang과 

Shin(2011)은 예기치 못한 반응 값을 이용한 채점자 편향 분석 방법이 

채점자 편향을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1  ±3 기준은 다국면 측정에서 채점자 편향을 보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기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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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편향을 전반적, 부분적, 국소적 편향을 포함한 

용어로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는 채점자 편향을 좀 더 깊게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 제 2언어 평가에서 채점자 편향 연구 

 

1970년대 시작된 의사 소통 접근법의 영향으로 쓰기 평가에서도 간접 

평가(indirect assessment)에서 벗어나 직접 평가(direct assessment)로 

점차 바뀌고 있다. 직접 평가는 간접 평가에 비해서 실생활의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하고 언어 수행에 기초하여 능력을 직접 판단함으로써 높은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의 특징 (Hyland, 2007) 

간접 평가 직접 평가 

객관적 측정에 기초 

높은 신뢰도 

표준화 가능 

능력을 간접 판단 

실행의 용이성 

채점의 용이성 

언어 수행에 기초 

높은 타당도 

실생활의 의사소통 능력 반영 

능력을 직접 판단 

언어 능력의 통합성 

채점자 훈련의 필요성 

 

 

한편, 그림 2.1은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McNamara, 1996), 직접 평가에서는 채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을 기초로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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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의 주관성을 낮추고 객관성을 올려 채점자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주관성을 낮추고 객관성을 올리는 노력 중의 하나가 

채점자 편향을 줄이는 것이다(McNamara, 1996). 그러나, 다국면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채점자 편향 연구에 의하면, 편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Kondo-Brown, 2002; Schaefer, 2008; Shin, 2010).  

그림 2.2는 채점자 편향 관련 연구의 한 예(Shin, 2010)로서, 분석적 

채점표의 각 항목별로 채점자들의 엄격성과 관대성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다. 세로축은 z점수를 가리키는데 0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은 

엄격성을, 아래 부분은 관대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z점수의 ±2를 

벗어나는 값을 통계적을 유의미한 채점자 편향으로 본다(McNamara, 1996). 

3명의 채점자들은 분석적 평가 채점표의 각 항목에서 편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내용 항목에서 채점자 1은 관대하게 채점하고 있는 반면, 채점자 

2와 3은 엄격하게 채점하고 있다.  

 

 

간접 평가                     직접 평가 
 

평가 도구         점수            채점자 

       채점(점수) 

 

 

수험자                             채점표 

 

 

수행 

 

 

평가 도구 

 

 

수험자 

 

그림 2.1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의 흐름  

(McNama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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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채점자 편향의 예(Shin, 2010) 

 

다국면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채점자 편향 연구는 각 채점자들이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엄격성이나 관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채점자 

편향을 줄이고 채점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채점자 편향을 전반적 편향(overall bias), 

부분적 편향(local bias), 국소적 편향(particular point bias)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각각 살펴보겠다. 

먼저, 전반적 편향을 다룬 선행 연구다. Fahim과 Bijani(2011)은 12명의 

채점자들이 채점자 훈련을 받은 후에 전반적인 엄격성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였다. 즉, 훈련 전과 후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표준 편차를 

비교한 결과, 채점 전 1.33에서 채점 후 0.69로 많이 좁혀졌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채점자 훈련이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차이를 좁히는데 

효과적이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Kondo-Brown(2002)은 제 2언어 쓰기 채점에서 채점자 훈련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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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차이가 많이 좁혀 졌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즉, 채점자 훈련 후에 내적 일관도

는 많이 향상 되었지만, 어떤 채점자는 여전히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전반적

으로 다소 관대하거나, 다소 엄격하게 채점하였다.  

Ore(2002)도 전반적 편향에 관해 연구를 하였는데, 32명의 채점자 

훈련을 받은 채점자들이 FCE(University of Cambridge First Certificate 

Examination)의 말하기 시험에서 학생의 똑같은 수행을 채점하면서도 

전반적인 엄격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McIntyre(1993)도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전반적인 엄격성에 있어서 이상

치(outlier)에 속하는 채점자들의 엄격성의 정도를 정상치 범주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채점자들간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에서의 차이를 완

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전반적 편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전반적 

편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맥

을 같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분적 편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분적 편향을 채점자와 

채점 요소 간의 이원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았다(예, Kondo-

Brown, 2002; Schaefer, 2008; Shin, 2010). Kondo-Brown(2002)의 연구에

서는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쓴 작문들을 3명의 일본 원어민 

화자들이 채점자 훈련 후 채점을 하였을 때, 부분적 편향이 나타났다. 채점

자들은 어휘나 내용 같은 채점표 상의 세부 항목, 낮은 수준이나 높은 수준

의 특정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부분적 편향을 보였다.  

Schaefer(2008)는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40명의 채점 결과를 

분석하였다. 채점자 훈련을 받은 채점자들은 채점표를 가지고 대학생들의 토

플 에세이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한 작문 샘플을 채점하였다. 그 결과 채

점자들 중 일부는 채점표의 특정 항목, 이를테면, 내용과 구성 항목에서 엄

격하게 채점하였고, 어휘와 기술적 영역 항목에서는 관대하게 채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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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수준의 학습자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부분적 편향이 나타났는데, 

일부 채점자들은 낮은 수준의 학습자보다 상위 수준의 학습자들을 채점할 때 

엄격하였다.  

He, Gou, Chien, Chen과 Chang(2013)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

서 채점자들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영어 에세이를 채점할 때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을 연구하였다. 4명의 채점자들은 6개의 항목을 가진 분석적 채

점표를 사용하여 채점하였는데, 채점자와 특정 과업, 그리고 채점자와 채점

표의 특정 항목과의 상호 작용에서 부분적 편향이 발생하였다. 즉, 채점자들

은 논증적 글을 묘사적 글보다 더 엄격하게 채점하였고, 어휘 항목을 가장 

엄격하게 채점하였고 내용 항목을 가장 관대하게 채점하였다. 

한국에서도 부분적 편향 연구가 있었다. Shin(2010)의 연구에서는 3명의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2개의 서로 다른 장르 

(논증적 에세이와 내러티브 에세이)의 글을 분석적 평가 척도로 사용하여 

채점한 결과, 채점자와 채점표 항목 간의 이원 상호 작용으로 인한 부분적 

편향들이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부분적 편향들이 이원 상호 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소적 편향은 Shin과 Sul(2005)의 연구에서 다룬 바 있다. 

G-TELP 말하기 시험에서 채점자들이 채점한 결과에서 예기치 못한 반응

(unexpected response)을 분석하여 수험자, 평가 과제, 평가 영역별 상호 작

용에서 나타나는 국소적 편향을 연구하였다. 즉, 표준 잔차 ±3을 벗어나는 

값들을 이상치로 잡아 편향으로 분석하였는데, 2명의 채점자가 특정 수험자

의 특정 과제의 평가 항목에서 기대값 보다 크거나 작은 국소적 편향을 보였

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향들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근의 채점자 편향 선행 연구들은 채점자 편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밝혔지만, 채점자 편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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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점자 편향 원인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소, 즉, 

채점자의 개인 배경과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가 영어 작문의 어떤 요소에 더 

집중하는지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Weigle, 2002). 이들 요소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겠다. 

2.3.1 채점자의 개인 배경 

 

몇몇 연구들이 제 2언어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의 개인 배경과 채점자 

편향을 관련시켜 연구하였다(Congdon & McQueen, 2000; Eckes, 2005; 

Engelhard, 1994; Engelhard & Myford, 2003; Schoonen, 2005; Weigle, 

1998). 지금까지 채점자 배경 변인으로 주로 채점자의 모국어와의 관계가 

중심을 이뤄 왔고, 그 외에 교수 경험, 채점자 훈련, 채점 경험, 채점자의 

전공 배경, 그리고 성격 등이 있었다. 이 중 채점자의 모국어가 가장 강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Choi(2000)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쓰기 평가 

맥락에서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채점자들이 2개의 다른 쓰기 과업(정보 

전환 과업과 자유 쓰기 과업)을 채점할 때, 채점자의 모국어와 채점자 

편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영어 비원어민 화자는 정보 전환 과업을 채점할 

때 자유 쓰기 과업을 채점할 때보다 더 관대하였다. 아울러, 영어 원어민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는 채점표의 어휘 항목을 채점할 때 엄격성에 차이를 

보였는데, 영어 원어민 화자가 비원어민 화자보다 어휘 항목을 더 엄격하게 

채점하였다. 이런 이유로는 자유 쓰기 과업이 정보 전환 쓰기 과업보다 

구어체의 표현들이 많고, 영어 원어민 화자 채점자가 비원어민 화자 

채점자에 비해 어휘의 적절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Shi(2001)의 연구에서 채점자들은 대학생 10명의 쓰기 샘플을 10점 척도

로 채점하였다. 그리고, 채점할 때, 3개의 피드백을 주고 각각의 피드백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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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매겨 보도록 하였다. 영어 원어민 화자 채점자와 

영어 비원어민 화자 채점자 사이에 편향의 차이는 없었지만, 피드백의 우선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영어 원어민 화자 채점자는 어휘 항목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영어 비원어민 화자 채점자는 내용과 구성 항목을 더 중요

하게 여겼다. 이런 결과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영어 비원어민 화자 사이에 

채점표에서 중요시 여기는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Kobayashi(1992)의 연구에서도 영어 원어민 화자 채점자와 비원어민 화

자 채점자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일본 대학생들의 영어 작문을 채점한 

결과와 피드백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영어 원어민 화자 채점자가 비원어민 

화자 채점자보다 문법 항목에서 더 엄격하였고, 어휘 관련 피드백을 더 많이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채점자의 모국어 외에 다른 변인들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해당 연구들을 잠깐 살펴보겠다. 먼저, 전공 배경의 변인을 살

펴보면, He, Gou, Chien, Chen과 Chang(2013)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대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채점할 때 채점자의 전공 배경과 채점자 편향과의 관

계를 연구하였다. 4명의 채점자들은 6개의 항목을 가진 분석적 채점표를 사

용하여 채점하였는데, 채점자-주제, 채점자-항목, 주제-항목 사이에 이원 상

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채점자의 전공 배경과 편향이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

면, 언어학 전공 배경의 채점자들이 가장 관대하게 채점하였으며 문학 전공

을 한 채점자들은 가장 엄격하게 채점하였다. 채점자들의 전공 배경에 따라 

채점표의 특정 항목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 채점자 편향이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채점자 교수 및 채점 경험 변인과 관련해서는, Hyland(2007)와 

Weigle(2002)은 교수 및 채점 경험이 적은 채점자들이 문법 항목에 더 엄격

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법 항목이 채점표 상의 다른 항목들 보

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파악이 되고 채점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성격과 관련된 변인에서 Carrel(1995)은 내성적 성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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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이 논증적 에세이를 채점할 때 더 관대하고, 외향적 성격을 가진 채

점자들은 내레티브 에세이를 채점할 때, 더 관대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원인

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채점자의 성격도 채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채점자의 개인 배경과 관련된 요인을 요약하면, 채점자의 모국

의 배경, 전공, 교수 및 채점 경험, 성격 등이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채점자의 개인 배경이 비슷한 상황, 예를 들면, 외국

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 중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모국어 배경, 전공 

등이 일치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외적 배경으로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Weigle(2002)이 또 다른 요소로 지적한,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서 나

타나는 주의(attention)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한다. 

 

2.3.2 채점자의 채점 과정 

 

채점자가 영어 작문의 어떤 요소에 더 집중하느냐가 채점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Weigle, 2002), 따라서,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점 과정과 편향의 원인을 연결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채점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편향 원인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이나 채점 

행위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를 잠깐 살펴보겠다. 

Vaughan(1991)은 채점자 유형을 5가지로 나눴다. 하나의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는 형(the single-focus approach), 첫 인상이 지배하는 형(the first 

impression dominates approach), 2개의 항목에 집중하는 형(the two-

category strategy),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형(the laughing rater), 그리고 

문법을 중시하는 형(the grammar-oriented rater)이다. 채점자 훈련을 

받아도 채점자들은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여 글을 해석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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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es(2008)도 채점자들이 채점표의 모든 항목에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모든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했지만, 채점자간 채점표의 세부 항목에 집중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Casanave(2003)는 채점자들이 채점할 때 각 채점자의 내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말고 주어진 채점표만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채점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 채점표 특정 항목을 중시하여 채점 

과정에서 채점표의 각 항목을 균등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국내에서는 Yi(2009)가 한국의 영어 교사들의 채점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고구술기법(think-aloud protocols)을 이용하여 크게 두 범주, 

채점 행위와 평가 항목에 관련된 언급들을 분류하여 채점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채점 행위에서는 글에 대한 적절한 점수가 무엇인지를 고려하기, 

가능한 두 점수 사이에서 고민하기, 점수 결정하기와 관련된 채점자들의 

언급이 가장 많았고, 평가 항목에 관련된 언급들로는 문장 구조와 어휘 

형태와 용법의 정확성 관련 언급들이 가장 많았다. Yi(2009)의 연구에서처럼 

채점자의 채점 행위와 평가 항목에 관련 된 구체적인 언급들을 분석함으로써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이상의 채점 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줄어드는지 알아보았고, 아울러 채점자 편향과 

원인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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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점표  

 

언어 수행 평가를 위해 타당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채점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언어 평가에서의 

채점표는 크게 3가지, 주요 특성 채점표(primary trait rating scale), 총체적 

채점표(holistic rating scale), 분석적 채점표(analytic rating scale)이다. 각 

채점표에 대한 설명은 Weigle(2002)의 설명을 참고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먼저, 주요 특성 채점표는 특별히 강조하는 과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의 상황에서 적절한 

관점으로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능력을 

채점표에 맞게 평가하게 된다.  

주요 특성 채점표는 총체적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표에 비해 많이 사용은 

안되지만, 특정 교수·학습 단계에서 특정 과업의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기에 좋은 채점표이며, 특정 언어 수행 능력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둘째, 표 2.3의 예와 같이 총체적 채점표는 쓰기 샘플에 대한 전체적이고 

보다 신속한 반응을 기초로 채점을 하게 되며, 각 쓰기 특성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점수로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A 점수 항목을 보면 내용, 구성, 

어휘, 문법 그리고 기술적 영역 항복까지 함께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체적 채점표는 몇 가지 장점 때문에 쓰기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채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채점자가 

채점표와 각 쓰기 샘플에 집중하기 좀 더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채점 

행위가 자연스럽고, 실생활에서의 쓰기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유사하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학생이나 수험자가 어떤 쓰기 능력 부분에서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표 점수로 표현하다 보니 채점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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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특성 채점표의 예(Lloyd-Jones, 1977, p.111)2 

 

 
 

                                           
2
 영문 원본은 부록 1을 볼 것. 

지시사항: 그림을 자세히 보시오. 아이들이 뒤집힌 배 위에서 재미있게 뛰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림 속의 한 아이라고 상상하시오. 혹은 아이들 근처에서 서

서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그 아이나 그 사람이 말 하듯이 얘기해 보시오. 친한 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풍부한 감정을 사용하여 말하듯이 써 보시오. 당신의 친구가 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세 페이지에 적으면 됩니다.  

 

채점기준: 배위의 아이들 

배경 

기본 특성(관찰 시점의 가상 장면을 통한 감정을 상상적 표현) 

 

최종 채점 기준 

 

전체 연습 

0 응답 없음, 불완전한 단편적 문장 

1 채점 가능 

2 이해할 수 없음 혹은 쓸 수 없음 

3 그림과 관련이 전혀 없음 

9 잘 모르겠음 

 

대화체 사용 

0 이야기에서 대화체를 사용 못 함 

1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 한 사람이 1회 이상 말할 수 있음. 

불명확한 경우 같은 사람이 2개의 진술을 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술

되었는지, 코드 1. 생각의 직접 인용도 점수에 포함됨. 가상의 시제를 사용 가능 

2. 이야기에서 2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의 말을 직접 인용함. 

 

관점  

0 관점이 없거나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일관된 관점이 다섯 명의 아이들 중의 한 명의 것이고, “내가 그 아이들 중의 

한 명이라면”이라는 표현과 아이들 중의 한 사람인 참가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우. 

2 일관된 관점이 지켜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경우. 지켜보는 사람이 이야기 

속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경우, 관점은 여전히 “2인칭”인데, 왜냐하면 지켜보는 

사람이 놀고 있는 제 6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다. 관점이 무엇이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도 약간의 근거들만 작문에 있어도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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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총체적 채점표의 예 (Hyland, 2007, p.228)3 

점수 특성들 

A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고 글이 잘 조직되고 일관성이 있다. 어휘 

선택이 뛰어나고 문법적인 오류는 거의 없다. 철자와 구두점 사용도 올바르다.  

B 주제가 분명한 편이고 글이 구성이 괜찮은 편이며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편이다. 

어휘 사용은 좋은 편이고 단지 사소한 문법적 오류가 있다. 약간의 철자 및 

구두점 사용 실수가 있다.  

C 주제가 나타나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 글의 구성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 어휘 사용은 보통 수준이다. 몇몇 중요하고 사소한 

문법적 오류들이 있고 철자 및 구두점 사용에서 실수들이 많이 보인다.  

D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글의 전개와 관련이 없다. 글의 구성은 매우 약한 

편이고 비교적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어휘 사용은 빈약하고 문법적 오류들이 

자주 보인다. 또한, 철자 및 구두점 오류들이 잦은 편이다  

E 주제가 없고 글의 구성은 매우 빈약하고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어휘 사용은 

매우 빈약하고 문법적 오류들이 매우 자주 보인다. 철자 및 구두점 사용에서 

오류들이 많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채점표는 표 2.4와 같이 쓰기 능력의 각 측면을 

고려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한다. 표 2.4를 살펴보면 내용 항목부터 

기술적 영역 항목까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도 점수 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적 채점표는 쓰기 능력의 

각 부분별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쓰기 능력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며, 특히, 채점자 훈련 시에 유용한데, 이는 채점자들로 하여금 

항목별로 초점을 맞추어 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점의 

신뢰도가 앞서 언급한 두 채점표보다 높다. 그러나, 특정 한 두 항목의 

채점이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과 채점자들의 채점표 각 

항목에 집중이 어렵다는 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3 영문 원본은 부록 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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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분석적 채점표의 예 (Jacobs et al., 1981, p.116)4 
점수 수준 채점 기준 의견 

내
용

 

30-27 지식이 풍부하고 글의 전개가 확고하며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음.  

26-22 주제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음. 글의 다소 제한된 전개. 대부분은 

주제와 연관이 있지만 세부 정보가 부족함. 

 

21-17 지식이 부족하고 세부사항이 부족하며 글의 전개가 주제와 관련이 

적음. 

 

16-13 지식이 없고 세부 사항이 없고 적절치 못하고 혹은 채점하기에 부족

함.  

 

구
성

 

20-18 유창한 표현과 주장이 명확하고 충분하고 간결하며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글의 응집력과 배열이 좋음. 

 

17-14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구성이 다소 안되어 있지만 주제는 나와 

있고 근거가 부족함. 논리적이기는 하나 전개가 불완전함.  

 

13-10 유창하지 못하고 흐름이 끊어지거니 혼동됨. 논리적인 흐름과 전개가 

부족함.  

 

9-7 의사 전달이 안되고 구성이 없거나 혹은 채점하기에 부족함.   

어
휘

 

20-18 다양하고 어휘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음.  

17-14 어휘가 다양한 편이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 가끔 의미는 통하지만 오

류가 발견됨.  

 

13-10 어휘가 다양하지 못하고 어휘 사용에서 의미가 혼동되는 오류가 자

주 발견됨.  

 

9-7 영어 어휘를 잘 모름. 채점하기에 부족함.   

문
법

 

25-22 효과적인 복문 사용과 일치, 시제, 수, 관사, 대명사, 전치사 등에 있

어서 오류가 거의 없음.  

 

21-18 적절하지만 단문 사용, 복문에서는 작은 오류들이 있음. 일치, 시제, 

수, 관사, 대명사, 전치사 등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지만 의미는 통

함.  

 

17-11 단문, 복문에서 중요한 오류들이 있음. 부정, 일치, 시제, 수, 관사, 

대명사, 전치사 등에 있어서 오류가 자주 발견되고 의미가 혼동됨. 

 

10-5 사실상 문장 구성 능력이 없어 보임. 오류들이 너무 많음. 의사 소통

에 문제가 있음. 채점하기에 부족함.  

 

기
술

적
 
영

역
 

5 잘 알고 있음. 철자, 구두점, 대소문자, 문단 구분 등에서 거의 오류

가 없음.  

 

4 철자, 구두점, 대소문자, 문단 구분 등에서 가끔씩 오류가 발견되지만 

의미는 통함.  

 

3 철자, 구두점, 대소문자, 문단 구분 등에서 거의 오류가 자주 발견되

고 의미에 혼동을 일으킴. 

 

2 잘 모름. 철자, 구두점, 대소문자, 문단 구분 등에서 오류가 너무 많

고 채점하기에 부족함.  

 

 

Weigle(2002)은 또한 Bachman과 Palmer(1996)의 평가의 유용성 측면에

서 총체적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2.5에 의하면 분

                                           

4 영문 원본은 부록 3을 볼 것. 



-24- 

 

석적 채점표는 신뢰도와 구인타당도 그리고 평가의 세환 효과(impact)측면에

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용도 측면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 그리고 진정성 부분에서 총체적 채점표보다는 덜 

자연스러운 읽기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표 2.5 

평가의 유용성 관점에서의 총체적 채점표와 

분석적 채점표의 비교(Weigle, 2002, p. 121) 

유용성 요소 총체적 채점표 분석적 채점표 

신뢰도 분석적 채점표보다 낮지만 

수용 가능 

총체적 분석표보다 더 

높음 

구인타당도 총체적 채점표에서는 쓰기 

능력의 각각의 요소들은  

같은 속도로 발달함으로 

한 개의 종합적인 점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총체적 채점표에서는 

길이나 필체 같은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음 

분석적 채점표는 쓰기 

능력의 각 요소는 다른 

속도로 발달함으로 제 

2 언어 학습자에게 더 

적합 

실용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용이함 시간 소요가 많고 고비용 

세환 효과 하나의 점수에 의해 

정확한 쓰기 능력을 

분석하기 어렵고 학습자의 

수준을 잘못 파악할 수 

있음 

채점표의 상세화는 진단 

평가와 교수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점자 

훈련에 더 유용함  

진정성  White (1995)는 

총체적으로 읽는 것이 

분석적인 읽기보다 더 

자연스러운 읽기 

과정이라고 주장 

채점자들은 총체적으로 

읽고 총체적으로 받은 

인상을 분석적 채점표의 

점수로 반영 

상호작용성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본 연구는 채점자 훈련이라는 맥락에서 채점자들의 편향과 그 원인을 살펴

보는 연구이므로 분석적 채점표가 더 알맞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Lovorn

과 Rezae(2011)는 신뢰도 높은 채점표 개발뿐만 아니라, 채점자 훈련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 채점표를 개발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채점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 없이 얼마나 채점표의 기



-25- 

 

준대로 잘 사용하는 지도 중요하다. 그럼, 다음으로는 채점자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5 채점자 훈련 

  

전형적인 채점자 훈련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Weigle, 2002). 

첫째, 기준이 되는 표준(기 채점된) 쓰기 샘플들을 제시해서 채점자가 

채점표를 이해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각 샘플의 특성과 비교하며 대략 

점수대를 맞추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채점자는 분석적 채점표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 ‘적절한(appropriate)’, ‘제한된(limited)’, ‘다소(somewhat)’와 

같은 표현에 대해 실제 샘플에 부여한 점수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감을 잡게 

된다. 그리고, 채점자가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채점할 경우, 기준이 되는 

표준 쓰기 샘플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점자는 직접 채점을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능한 한 다양한 수준의 글을 제시하여 

직접 채점해 보고 기 채점된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맞추어 가는 과정이다. 

셋째, 채점이 장시간 걸리는 경우, 중간에 점수대를 다시 맞추는 

과정(recalibration)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들을 바탕으로 채점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채점자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채점자 훈련 세션을 갖는 경우 각 세션마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다. 전형적인 채점자 훈련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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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채점 샘플 예시(채점표에 대한 이해와 점수대 조정) 

 

 

                          2 단계 

채점 연습(채점표를 적용하는 연습) 

                                      

 

                               3 단계 

점수대 조정을 위한 추가 연습 

                                 

그림 2.3 

전형적인 채점자 훈련 절차 

 

채점자 훈련과 채점자 편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와 채점자 

편향이 지속된다는 연구이다. 

Wigglesworth(1993, 1994)는 채점자 훈련 시 각 채점자들의 채점자 편향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시하여 주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줄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해당 채점자에게 편향 관련 그래프를 이용하여 채점 

결과 중 어느 부분에서 편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었다. 이런 

정보를 통해 각 채점자는 자신의 편향을 알게 되고 이후 채점에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채점자 편향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많은 연구들은 채점자 훈련을 하여도 채점자 편향은 여전히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Engelhard, 1992, 1994; Lumley, 2002, 2005; 

Lumley와 McNamara, 1995; McNamara, 1996). Lumley와 

McNamara(1995)는 채점자들의 내적 일관성은 향상되었지만, 채점자 편향은 

줄어들지 않았고, Kondo-Brown(2002)도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내적 

일관도는 향상되었지만, 채점자 편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채점자 

편향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채점자가 채점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면에서 채점자 간 다르고 이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Lumley, 

20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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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편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Wigglesworth(1993, 1994)가 채점자 편향 양상만을 

채점자에게 피드백으로 제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편향 

양상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편향 원인은 편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채점 행위에서 찾았다. 편향과 그 원인을 채점자 

대상 피드백으로 제공했을 때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 편향이 얼마나 

줄어 들 수 있고,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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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영어 작문 평가를 위한 채점자 

훈련 시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 양상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에 대해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최근 제 2언어 연구에서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예, Lee, 2008; Shehadeh, 2011; Storch, 

2009), 이는 언어 연구만이 갖고 있는 복잡성으로 인해, 양적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구술기법 자료와 채점일지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 원인의 추이를 살펴보고, 채점자 대상 피드백에 대한 채점자의 

반응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질적 분석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채점자 

편향을 더 잘 설명하고, 채점자 편향의 그 원인, 그리고 그 추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연구 방법과 관련된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의 절차, 

그리고 자료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10명의 교사이다. 참여자를 10명으로 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고구술기법을 3회에 걸쳐 사용하였기 때문에, 10명 보다 더 

많으면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각 회가 끝나고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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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채점 결과와 함께 사고구술기법 자료를 분석하여 채점자 편향을 보인 

채점자에게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주는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 대상을 참여시키기가 어려웠다. 

10명의 참가자들은 무선 표집 방법으로 모았는데, 먼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모집 광고 글을 영어교사들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본 연구의 목적, 절차, 그리고 참가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보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6주간 실시되었고, 각 회마다 6개의 영작문을 

채점하며 동시에 녹음을 하고 채점일지를 써야 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이해, 자발적 의지와 연구 참여의 열의 정도가 중요하였다. 전자 

메일로 참여 의지를 보인 10명의 교사들을 연구 대상자들로 결정하였다.  

10명의 영어교사들은 전문 채점자들은 아니지만 Mitchell(1994)이 언급한 

채점자 훈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Mitchell(1994)은 채점에서 전문적 

자질이 부족한 초보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채점에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채점자 훈련이라고 설명한 것을 감안할 때, 채점의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점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채점자 편향 연구가 초보 

채점자들을 훈련시켜 채점자 편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실시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Shin, 2010),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점자 편향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명의 영어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5명은 남성, 5명은 여성이었고, 

교육 경력은 4년에서 23년까지로 평균 10년이었다. 10명 중 3명은 석사 

학위 소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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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 참여자 10명의 개인 배경 

 
성

별 
교직경력 학력 

채점자 

훈련 경험 

채점 

경험 
영어능력5 

 
남/

여 
년 학위 유무 유무 텝스(Teps) 

채점자 1 남 5 석사 무 무 914 

채점자 2 남 9.6 학사 무 무 754 

채점자 3 남 23 학사 무 무 735 

채점자 4 남 11 학사 무 무 830 

채점자 5 남 7 학사 무 무 888 

채점자 6 여 11 학사 유 유 830 

채점자 7 여 4 석사 유 유 888 

채점자 8 여 11 학사 유 유 802 

채점자 9 여 14.6 학사 유 유 890 

채점자10 여 13 석사 무 무 890 

 

4명의 교사가 영어 쓰기 채점과 관련해서 채점자 훈련을 받았으며, 에세이 

채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4명 중 2명은 단기 혹은 원격 채점자 

훈련을 받았는데, 영어쓰기 채점 경험은 2~3회에 걸쳐, 몇 편의 글을 

채점하는 정도였다고 답했다. 반면, 나머지 2명(채점자 7, 8)중에 채점자 7은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1급 쓰기 채점 연수 및 인증을 통과하여, NEAT 

1급 쓰기 채점을 하였으며, NEAT 2, 3급 쓰기 채점 연수도 받았고, 실제 

채점 경험도 다수 있다고 답했다. 채점자 8은 교육방송(EBS)에서 실시한 

                                           

5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텝스 관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점수 환산표에 의해 텝스 

점수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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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채점자 훈련 연수를 60시간 받았고, 전문가들의 

채점자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샘플을 채점해 보는 것과 더불어서, 

채점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채점 테스트를 거쳐 한 채점 기관에서 채점자로 

인증되는 강도 높은 연수를 받았다. 아울러, 채점자 8은 학교에서도 에세이 

평가와 채점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채점자들의 

영어 능력은 텝스 735점부터 텝스 914점까지이며 평균 텝스 842점으로 

상위 수준에 속해 있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배경에 관한 정보는 표 

3.1에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현직 영어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서 영어 직접 쓰기 관련 

교육이나 평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10명의 영어 쓰기 교수 시 강조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을 때, 채점자 1, 2, 5, 6, 7, 8의 여섯 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채점자 2와 6은 이전에 국가영어능력 시험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쓰기 교육을 시켰지만, 현재는 쓰기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점자 

1과 5는 쓰기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문법 중심의 문장 단위 쓰기 교육에 

머물고 있어 에세이 쓰기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고, 채점자 

7과 8은 주제에 맞는 논리적인 흐름이나 한 단락의 구조 쓰기 연습 등의 

에세이 쓰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도구는 배경 질문지, 학생들의 에세이 작문, 

분석적 평가 척도표, 그리고 채점일지이다. 각각의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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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배경 질문지 

 

배경 질문지는 다음 여섯 가지를 알아 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2) 교직 경력, 3) 교육 정도, 4) 채점자 훈련 유무, 5) 

에세이 채점 경험 유무, 6) 쓰기 교수 시 강조하는 영역이다. 

 

3.2.2 학생 작문 

 

학생들의 영어 에세이 작문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하기 

전에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기간 동안 약 2주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서 수집된 것이다. 이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지역적 특성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우수한 곳이라 채점에 필요한 영어 샘플을 수집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영어 쓰기를 위한 시간은 수업 시간 50분 동안에 이루어 졌다.  

영어 에세이의 종류는 내레티브와 논증적 에세이 두 종류로 정했는데 

이유는 이 두 장르가 대표적인 글쓰기 장르이며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증적 

에세이와 내레티브 두 종류의 글을 편향 연구에 활용하였기 때문이다(Shin, 

2010). 그리고, 서로 성격이 다른 특정 쓰기 과업에 따라 부분적 편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쓰기 주제는 고등학생용 에세이 

쓰기 교재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택했다. 논증적 에세이는 고등학생이 쓰기에 어려울 수 있어 더 자세한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논증적 에세이에서 제시한 지시문의 예는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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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다음 주장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 

'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도시는 살기에 좋은 곳이다) .’ 

 

Write and support your position including the following(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작문하세요) 

 

- a clear introduction(분명한 서론)   

- the one reason provided in the chart(표에 제시된 한가지 이유) 

- two additional reasons(두 개의 추가된 이유)  

- a conclusion(결론) 

Agree(동의) Disagree(동의하지 않음) 

1.publictransportation(대중교통) 1. pollution(공해) 

2.  2.  

3.  3.  

↓ 

Conclusion(결론) 

↓ 

Conclusion(결론) 

 

반면, 내레티브 글은 상대적으로 쓰기에 더 쉬울 것 같아 (2)와 같이 쓰기 

주제만 주어졌다.  

 

(2)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최근 자신이 본 영화나 읽은 책에 관해서 쓰시오. 

줄거리, 주요 인물, 작품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인상 등을 언급하시오).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의 두 종류(글의 주제)중 하나를 

택하여 작문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샘플 중에, 글의 수준(상, 중, 

하)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총 24편의 샘플(12편은 

내레티브, 12편은 논증적 에세이)을 선택하였다.    

채점 준비 단계에서 사용한 상·중·하 구분은 40명의 채점자 훈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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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들에 의해 채점된 샘플로서, 본 단계에서는 채점자들의 

점수대를 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채점표의 

항목별 구체적 점수가 구체적으로 표기된 샘플들이었다. 그리고, 실제 채점 

세션에서 사용된 글의 수준은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표에 맞게 

결정하여 글의 종류별, 수준별로 각 세션에 무작위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채점 편향을 연구한 것이고 10명의 채점자들이 각 채점 세션에서 

사용된 샘플들을 같은 조건으로 채점하였기에 수준을 동일하게 꼭 맞춰야 할 

필요는 없었다.  

표 3.2와 같이 각 단계별 사용된 샘플의 수는 채점 준비에서 글의 종류에 

따라 각각 3개씩, 그리고 채점 세션 1에서 각각 3개씩, 세션 2에서 각각 

3개씩, 그리고 마지막 세션 3에서 각각 3개씩 해서 모두 24개의 영어 

작문이 사용되었다. 

 

표 3.2 

 각 단계별 사용된 샘플 수 

단계 
내레티브 논증적 

수준 수 수준 수 

채점 준비 

상 1 상 1 

중 1 중 1 

하 1 하 1 

세션 1 

상 1 상 1 

중 1 중 1 

하 1 하 1 

세션 2 

상 1 상 1 

중 1 중 1 

하 1 하 1 

세션 3 

상 1 상 1 

중 1 중 1 

하 1 하 1 

합계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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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채점표 

 

언어 평가에서의 채점표는 크게 주요 특성 채점표, 총체적 채점표, 분석적 

채점표를 사용하는데, 평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어떤 채점표가 유용할 지 

결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훈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채점자 

훈련에 더 적합한 분석적 채점표를 택했다.  

채점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는 6개이고, 이것보다 길면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Weigle, 2002). 본 채점에 참가한 한국의 현직 교사들은 

교직 경력은 평균 10년으로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에세이 쓰기 교육과 

채점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5개 항목에 각각 5개의 척도가 있는 

분석적 채점표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었다. Shin(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초보 작문 채점자들의 훈련에서 5개 항목에 가진 5개 척도의 동일한 

분석적 채점표를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적 채점표는 Jacobs, 

Zinkgraf, Wormuth, Hartfiel과 Hughey(1981)의 것을 Cohen(1994)이 

수정한 채점표인데 Weigle(2007)은 이 채점표를 중등학교 교사들의 채점자 

훈련에 유용한 채점표라고 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의 한국의 

중등학교 교사들의 영작문 채점자 훈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사들의 영작문 채점자 훈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 이 채점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채점표는 표3.3과 같이 내용(content), 구성(organization), 어휘(language 

in use), 문법(grammar), 그리고 기술적 영역(mechanics)으로 5개의 항목에 

각각 5개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McNamara(1996)는 각 채점표의 항목은 

해당 시험의 이론적인 구인 타당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즉, 채점표의 각 

항목은 쓰기 능력의 어떤 면을 측정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표의 항목별 설명을 아래에 간략하게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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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표 

 

내용 

생각의 논리적 발전. 

주장,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세부사항 

구성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의 순서. 글의 

응집 

어휘 

어휘의 선택과 

다양성 

문법 

문장 단위의 

구조 

기술적 영역 

구두점/철자/대∙

소문자 

5 

주어진 주제에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설명, 예, 상세한 

내용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기술함. 

잘 구성이 되어있고 

글의 응집력을 위해 

접속사 등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함. 

어휘 선택이 

적절하고 어휘가 

다양하며 숙어를 

잘 사용함. 

오류가 없고 

통사적 

다양성이 

좋음. 

철자, 기술적 

영역, 

대·소문자의 

오류가 없음. 

4 

주어진 주제에 

관련하여 적절한 

내용과 예들을 

사용하여 잘 발전 

시킴. 

구성이 잘 되어있는 

편이고 글의 응집력을 

위해 접속사 등을 

적절하게 잘 사용함. 

어휘 선택이 

적절한 편이고 

어휘가 다양하고 

숙어를 사용함. 

거의 오류가 

없고 통사적 

다양성이 

좋은 편임. 

철자, 기술적 

영역, 

대·소문자의 

오류가 약간 

있음. 

3 

주어진 주제에 관련이 

있으며, 설명, 예, 

세부사항을 다소 

사용하여 발전시킴. 

구성이 잘 안 

되어있고 불완전한 

흐름, 글의 응집력을 

위해 접속사 등이 

빠져있거나 잘못 

사용함. 

어휘 선택이 

적절하고 어휘가 

다양하나 어휘나 

숙어 사용에서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음. 

일부 오류가 

있고 통사적 

다양성은 

보통임. 

철자, 기술적 

영역, 

대·소문자의 

오류가 다소 

있음 

2 

주제에 관하여 부족한 

전개를 하였고 설명, 

예, 세부사항이 

부적절함 

글에서 흐름이 자주 

끊어지고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이 

부족함. 

어휘 선택에 

혼동이 있고 

어휘가 다양하지 

못하며 숙어를 

잘못 사용함. 

오류가 많고 

통사적 

다양성이 

부족함. 

철자, 기술적 

영역, 

대·소문자의 

오류가 많음. 

1 

주제에 관하여 관련이 

없어 보이고 설명, 예, 

세부사항이 부적절함. 

구성이 전혀 

안되어있고 글의 

응집력을 위한 접속사 

등의 사용이 없음. 

어휘가 다양하지 

못하고 어휘나 

숙어를 잘 모름. 

오류가 

전반적으로 

많고 중대한 

오류도 있고 

통사적 

다양성은 

없음. 

철자, 기술적 

영역, 대·소문자 

사용을 모름. 

 

                                           

6 영문 원본은 부록 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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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표의 첫 번째 항목은 내용이다. 글의 논리적 전개 정도를 가리킨다.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과 더불어 얼마나 적절한 설명과 예로 글을 

서술했는지를 측정하게 된다. 5점은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와 설명을 

통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전개, 4점은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와 설명을 

하면서 잘 전개, 3점은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와 설명을 약간 사용하여 

전개, 2점은 적절치 못한 예와 설명을 사용하여 주제와 연관하여 제한된 

전개, 그리고 1점은 주제와 관련성이 약한 응답과 적절치 못한 예와 설명인 

경우이다.  

두 번째 항목은 구성이다. 구성 항목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능력과 효과적인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5점은 잘 구성되어 있고 응집력을 위한 연결어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 4점은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있고 응집력을 위한 연결어 등도 

적절하게 사용, 3점은 구성이 좀 약하고 불완전한 배열, 그리고 응집력을 

위한 연결어 등이 없거나 잘못 사용, 2점은 글의 흐름이 연결이 안되고 

논리적인 흐름이 부족하고 의견의 배열이 적절치 못한 경우, 그리고 1점은 

구성이 없고 연결어 사용이 없는 경우이다.  

세 번째 항목은 어휘이다. 이 항목은 어휘의 선택과 다양성을 평가한다.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는지, 풍부한 어휘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숙어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영어 원어민 화자가 아닌 이상 어휘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작문에 사용한 어휘들은 대부분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5점은 적절한 어휘 사용과 함께 어휘 및 숙어의 

다양성이 보이는 경우, 4점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어휘의 선택, 어휘의 다양성, 

그리고 숙어의 사용, 3점은 적절한 어휘 사용과 어휘의 다양성이 보이지만 

어휘 및 숙어의 잘못된 사용이 보이는 경우, 2점은 제한된 어휘 사용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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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숙어의 혼란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1점은 매우 제한된 어휘와 숙어에 

대한 매우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네 번째 항목은 문법이다. 이 항목은 문장 단위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사적 다양성과 얼마나 오류가 없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5점은 문법에 오류가 없고 통사적 다양성이 있는 경우, 4점은 거의 

문법적 오류가 없고 통사적 다양성이 좋은 경우, 3점은 약간의 문법적 

오류가 있고 통사적 다양성도 다소 보이는 경우, 2점은 문법적 오류가 많고 

통사적 다양성이 빈약한 경우, 그리고 매우 중대하고 지속적인 문법적 

오류가 있고 통사적 다양성은 없는 경우 1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기술적 영역은 철자법, 구두점, 그리고 대∙소문자 

등의 정확성을 측정한다. 5점은 철자, 구두점, 그리고 대·소문자가 완벽한 

경우, 4점은 철자, 구두점, 그리고 대·소문자에 약간의 오류가 보이는 경우, 

3점은 철자, 구두점, 그리고 대·소문자에 다소 오류가 보이는 경우, 2점은 

철자, 구두점, 그리고 대·소문자에 오류가 잦은 경우, 그리고 1점은 철자, 

구두점, 그리고 대·소문자 오류가 너무 많은 경우이다.  

앞의 세 항목들(내용, 구성, 어휘)은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성이 얼마나 일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능력의 유창성과 관련이 있고, 뒤의 두 

항목들(문법, 기술적 영역)은 정확성 측면에 초점을 둔 항목들이라고 보면 

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표는 Shin(2010)의 채점자 편향 

연구에서처럼 항목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지 않고 모두 5점 만점으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채점자 훈련 목적에 맞게 채점자들이 얼마나 

채점표의 기준에 맞게 채점하고 그 과정에서 편향을 관찰하는데 있었기에 

항목별 동일한 배점으로 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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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현직교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각 세션 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일대일로 전자 

메일을 통하여 채점 자료, 채점 결과,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주고 받는 

방법을 택했다. 2주 간격으로 6주 동안 진행된 본 연구는 현직교사들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하여 방학 동안 진행되었고 채점은 각자 편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White(1994)는 채점자들이 한 자리에서 채점하는 것이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Weigle(2002)은 

채점자 훈련과 관련된 연구에서 채점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점자 별 분리 채점 위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Hamiloton외(2001)는 채점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채점자 훈련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대면형(face to face)채점자 훈련은 다른 채점자들을 

의식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비교하는 것에 있어 채점자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Elder외(2007)는 온라인 자가(online-

self) 채점자 훈련을 통해 자기 스스로 하는 채점자 훈련이 실제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고 채점자 자료와 샘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채점자로 하여금 

채점표와 자신의 채점 행위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반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채점자 훈련으로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Elder외(2007)의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이 온라인 자가 채점자 훈련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온라인 채점자 훈련의 

경우 자신이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개별적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면형 채점자 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 

자가채점자 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현직 영어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채점자 훈련을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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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훈련의 방법을 통해 모두 4단계를 걸쳐 자료 수집을 하였다. 4단계는 

각각 채점 준비 단계, 사고구술기법 훈련 단계, 실제 채점 단계, 그리고 

채점일지 쓰기 단계이다. 모든 단계는 채점자 훈련 자가 훈련 자료를 통해 

이뤄졌고 채점자 대상 피드백은 연구자가 해당 채점자에게 전자 메일을 통해 

제공했다. 각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3.3.1 채점 준비 단계 

 

채점 준비 단계는 Weigle(2002)이 기술한 일반적인 채점자 훈련 절차를 

기초로 채점 샘플 예시, 채점 연습, 점수대 조정을 위한 추가 연습의 

과정으로 하였다. 채점을 위한 준비 단계는 각 세션 앞에 실시되었다. 채점 

준비 단계의 목적은 채점표를 익히고 점수대를 대략 맞추는 것이다. 각 

10명의 교사들은 지역별, 학교별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대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점수대를 맞추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6편의 동일한 주제의 글을 채점자 

훈련을 받은 40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채점한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들이 채점한 자료에서 이상치(outlier)를 제외하고 채점표의 각 항목별로 

평균치의 척도를 제시하였다. 표준 점수대 쓰기 샘플의 예시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에 의하면 5개의 항목에서 채점한 결과가 주어졌고, 해당 

샘플에서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었다. 

4편은 점수대를 가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2편은 실제 연습을 위해 

사용되었다. 6편의 쓰기 샘플을 통하여 채점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점수대 조정하는 것을 연습하였는데, 이후 각 세션들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채점자 훈련을 이루는 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채점 전에 시행한 6편의 쓰기 샘플을 통한 채점 연습은 다음 채점 연습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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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세션 2와 세션 3에 앞서서도 채점 준비 단계를 가졌는데, 이전 채점 

결과의 평균 점수대와 함께 채점자 편향을 보인 채점자들에게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함께 제공하였다. 채점자 편향의 원인은 채점자 편향을 보인 

채점자들의 사고구술기법 및 채점일지 자료 분석하여 채점자가 채점표의 

5가지 항목에 모두 집중하고 있는지 여부와 채점 과정에서 채점표의 세부 

항목과 샘플의 특징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채점 행위에서 

편향의 원인을 찾아 정리하여 다음 채점 세션 전에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해당 채점자에게 제공하였다.  

세션 1에서 채점자 편향을 보였던 채점자 3과 세션 2에서 채점자 편향을 

보였던 채점자 5에게 제공한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구체적인 예는 표 3.4와 

같다. 먼저, 채점자 3은 세션 1에서 모두 세 건의 채점자 편향 양상을 

보였다. 채점자 3이 부여한 원점수와 다른 채점자들이 부여한 원점수의 

평균을 비교하면서 특정 항목에서 점수를 엄격하거나 관대하게 부여한 

사실을 파악했고, 사고구술기법과 채점일지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을 추가로 

분석했다. 채점자 5는 세션 2에서 두 건의 편향 양상을 보였다. 원점수를 

확인한 결과 채점자 5가 전반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었고, 학생 10의 

작문에 대해서는 다른 채점자들이 학생 10의 작문을 채점할 때 부여한 평균 

점수에 비하여 내용과 기술적 영역 항목에서 엄격하게 채점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구술기법과 채점일지를 통하여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채점자 대상 피드백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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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Content) 구성(Organization) 
어휘(Language 

in use) 
문법(Grammar) 

기술적 

영역(Mechanics) 

4 5 4 3 4 

주어진 주제에 

관련하여 

적절한 내용과 

예들을 들어 잘 

발전 시킴. 

잘 구성이 

되어있고 글의 

응집력을 위해 

접속사 등을 

적절하게 잘 

사용함. 

상대적으로 

적절하고 

다양한 어휘와 

숙어를 잘 

사용함. 

일부 오류가 있고 

통사적 다양성은 

보통임. 

철자, 기술적 

영역, 

대·소문자의 

오류가 약간 

있음. 

도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a great public 

transportation, 

good to 

educate our 

children, meet 

people easily 

3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적절한 예들로 

잘 발전 시키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짜임새가 

있다. 주장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First, 

Second, Finally 

그리고 

Conclusionly로 

적절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 And 

also, So, 

Therefore등의 

접속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글의 

응집력을 높이고 

있다.  

Professional 

transportation 

manager, fix, 

upgrade등의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휘의 

다양성도 

괜찮은 편이다.  

Every 

transportations, 

manager(s), 관상 

생략 등의 오류, 

are live등의 

문법적 오류가 

보이고 단문 위주의 

문장 구조로서 

주어+have 혹은 

주어+can이 오는 

문장 구조가 다소 

반복적으로 쓰이고 

통사적 다양성이 

보통임.  

Finally, we에서 

대소문자 오류, 

Conclusionly철

자오류, and 

앞에 콤마의 

구두점 오류가 

보임.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agree tha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First, cities have a great public 

transportation. Every transportations-like bus, taxi, subway, train, airplane-is in 

the city. And also, cities have professional transportation manager. They can 

make, fix and upgrade the transportations. So, we can use them comfortably. 

Second, cities are good to educate our children. Cities have schools, academies, 

and colleges. They also have great teachers and education system. Therefore, 

cities can educate our children easily, and completely. finally, we can meet 

people easily in the city. we can use the cellular phone and computer easily. 

Most importantly, many people are live in the city. We can feel love of our 

neighborhood, friends and families. Conclusionly, I think that cities have good to  

live because of great tansportation, great education system, and great people.  

 

 

그림 3.1 

표준 점수대 쓰기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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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채점자 대상 피드백 예시 

 

채점자 채점자 편향 양상 채점자 편향 원인 

채점자 

3 

1. 학생 5의 작문의 어휘 

항목에서 너무 관대 

어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반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단어 사용뿐만 아니라 어휘의 

다양성과 숙어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채점표의 기술적 영역 

항목에서 관대 

스펠링, 기술적 영역에서 error가 

있는지 채점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3. 학생 2의 작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너무 엄격 

주장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전반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채점하였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채점표에 명시된 대로 다른 

항목들을 채점하여 주십시오. 

채점자 

5 

1.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채점 

채점표의 각 영역에 따른 채점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면을 중점적으로 채점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특히, 도입부분에 

대한 인상이나 전체적인 글의 

길이가 채점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2. 학생 10의 작문을 다소 

엄격하게 채점 

너무 짧다는 것의 첫인상이 

지배하여 각 영역에서 엄격하게 

채점하신 것 같고, 특히, content와 

mechanics에서 약간 엄격하게 

채점하신 것 같습니다. 

 

 

3.3.2 사고구술기법(think-aloud protocols) 단계 

 

세션1 이전의 채점 준비 단계에서 채점자들은 사고구술기법을  

연습하였다. Gass와 Mackey(2000)는 사고구술기법의 예시를 가급적 주지 

않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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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채점 과정 

중에 실시하는 사고구술기법 목적을 간단하게 말해 주고, 그림 3.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간단한 계산문제를 제시해 주고, 계산할 때 소리 내어 

말하기를 해 보고 실제 녹음도 해 보고 들어 보도록 하였다. 그 다음 실제 

한 개의 쓰기 샘플을 주고 채점하면서 생각되는 내용을 말하면서 녹음해 

보도록 하였다. 이 때,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 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림 3.2  

사고구술기법 연습 

 

 

 

사고구술기법 연습 

본 채점의 마지막 준비단계로서 채점을 하실 때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입으로 되 내이는 연습입니다. 영작문 파악, 채점표 적용에 관한 생각 등 

채점과 관련된 어떤 생각이든 많이 말씀하실수록 본 연구의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연습하실 때, 스마트폰이나 MP 3 를 이용하셔서 녹음을 

해보시고, 음질을 꼭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식을 계산하실 때 머릿속의 계산을 입으로 내 되이는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산문제: 21+24+35+38+42= ? 

그럼, 다음 영작문 샘플을 채점하실 때 생각되시는 것을 실제 입으로 되 

내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read). 

Men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a movie called Sunny. The movie was based on 7 girls who have met 
in high schoolThe background of the movie took place in our parent's 
generation. The main story of this movie is 'friendship'. It was very fun and 
I love this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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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제 채점 단계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실제 채점이 이뤄졌다. 각 

세션 별 채점 자료는 채점 준비 자료와 함께 각 채점자의 전자 메일로 

보냈다(부록 6, 7, 8 참조). 10명의 채점자들은 각 세션당 3편의 논증적 

에세이와 3편의 내레티브 에세이를 채점하였다. 채점을 할 때는 생각되는 

점을 소리 내어 말하고, MP3 혹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녹음하도록 

하였다. 채점을 위한 시간 제한은 없었고, 장소도 집중하기 좋은 곳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채점 기간을 주어 그 기간 안에 채점을 

끝내도록 하였다.  

 

3.3.4 채점일지 쓰기 단계 

 

채점일지는 4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도록 하였다. 4개의 질문들은 

1)전반적인 채점 소감, 2)채점하였을 때 어려웠던 점, 3)지난 번 채점과 

달라진 점, 4)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도움 여부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각 

세션의 채점이 끝난 직후 채점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들이 겪은 경험들을 가능한 한 잘 기억하여 적을 수 있게 했고, 

심리적, 정의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려 하였다. 

지금까지의 4단계의 자료 수집 절차는 그림 3.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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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을 위한 

준비 
세션 1 

2주 

간격 

채점을 

위한 

준비 

세션 2 

2주 

간격 

채점을 

위한 

준비 

세션 3 

점수대 조정 

+ 

사고구술기법 

연습 

6편의 쓰기 

샘플(3 

논증적+ 3 

내레티브) 

점수대 

조정 

+ 

피드백 

6편의 쓰기 

샘플(3 

논증적+ 3  

내레티브) 

 

점수대 

조정 

+ 

피드백 

6편의 쓰기 

샘플(3 

논증적+ 3 

내레티브) 

사고구술 

기법 

사고구술 

기법 

사고구술 

기법 

채점일지 채점일지 채점일지 

 

그림 3.3 

자료 수집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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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양적, 질적 분석으로 나뉘어 진다. 3.4.1에서는 양적 분석에 

관한 절차를, 3.4.2에서는 질적 분석에 관한 절차를 설명한다. 

 

 

 

3.4.1 양적 분석  

 

기술적 통계와 채점자간 신뢰도를 분석하고 다국면 측정 분석을 이용하여 

세종류의 채점자 편향(전반적, 부분적, 국소적)을 분석하였다. 전반적 편향은 

채점자의 전반적인 엄격성 측정값에서 상자그림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선별하여 결정하였다. 부분적 편향은 다국면 측정 프로그램에서 t-검정 값에 

의해 제공되는 결과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소적 편향은 다국면 측정 분석에서 예기치 못한 

응답들(unexpected responses)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보고 되는 ±3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다국면 라쉬 모형을 통하여 채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항 

반응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다국면 라쉬 모형(Multi facet Rasch Model)은 

언어 평가에서 채점 특정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Choi, 2000, 

2002; Eckes, 2005; Kondo-Brown, 2002; Schaefer, 2008; Shin, 2010). 

다국면 라쉬 모형은 평가에서의 각 국면들, 예를 들면, 수험자의 언어 능력, 

과업의 난이도, 채점표의 각 항목의 난이도를 기초로 수험자의 능력, 채점자 

특성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국면들을 고려하여 

채점자의 채점 특성을 분석하고 채점의 엄격성과 관대성을 측정하며 각 

채점자에 대한 채점 경향을 확률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다국면 라쉬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라쉬 모형은 일모수(one parame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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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때문에 이모수나 삼모수보다 채점자와 수험자의 수가 더 적을 

때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inacre(1989)가 라쉬 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한 측정 컴퓨터 프로그램이 

FACETS인데, FACETS 프로그램은 평가에서 각 국면들을 객관적인 점수로 

변환하며 각 국면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특히, 

FACE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채점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다국면 측정 결과를 다국면 지도를 통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채점자의 채점에 영향을 미친 각 국면의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채점자 

국면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엄격한 채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관대한 

채점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채점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채점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적 일관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내적 

일관도에 문제가 있는 채점자를 과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는데, 

과적합은 너무 변별력 없게 채점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적합은 일관성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채점자와 각 국면 사이의 이원 상호 작용 

분석을 통하여 편향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정 채점자와 채점표의 각 항목, 

그리고 특정 수험자와 상호작용 결과를 제공한다. FACETS 프로그램에서 

산출한 각 채점자의 기대되는 채점 모형에서 실제 채점의 벗어나는 정도를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 부분적 채점자 편향으로 

보고한다. 넷째, 채점자와 각 국면 사이의 삼원 그리고 그 이상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편향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어떤 채점자가 특정 

수험자의 채점표의 어떤 항목을 채점할 때, FACETS에서 산출한 해당 

채점자가 그 수험자의 그 항목에서 기대했던 채점 모형에서 실제 벗어나는 

값을 편향으로 분석한다. FACETS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표준 잔차 값 ±3.0이상 벗어나는 값들을 편향으로 볼 수 있다(Jang과 Shin, 

2011; Shin과 Sul, 2005). 기대값과 관찰값을 비교하여 특정 채점자가 특정 

학생의 특정 항목에서 모형 기대값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는지, 낮은 점수를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Jang과 Sh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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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FACETS 프로그램은 채점자의 전반적인 채점에서의 엄격성과 

관대성, 그리고 채점자와 각 국면 사이의 이원 및 삼원 상호 작용 가운데 

발생하는 채점자 편향과 기타 채점자의 내적 일관도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FACETS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각 채점자에게 자신의 채점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이후 채점 세션에서 자신의 

채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국면 

라쉬 이론이 채점자 훈련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이영식, 2000).  

 

3.4.2 질적 분석  

 

사고구술기법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는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편향을 보인 채점자의 

사고구술기법 자료를 전사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채점자가 채점표의 다섯 가지 항목에 모두 집중하고 있는가? 둘째,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채점표의 세부 항목과 샘플의 특징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가? 셋째, 채점자 편향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채점자의 채점 행위에서 찾으려 

하였다. 채점자 편향 원인에 관한 근거는 채점자의 사고구술기법과 

채점일지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제시하였다.  

사고구술기법은 채점자가 구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고 

구술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한계점은 있지만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사고구술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구술기법의 연습 단계와 실제 

채점에 앞서 매 세션에서 가능한 한 모든 생각하는 과정을 채점자로 하여금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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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2주 간격으로 실시된 3회의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이 무엇이며, 각 세션 별로 채점자 편향의 양상과 원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채점자 대상 피드백에 대한 

채점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연구 문제에 

앞서 각 채점 세션 별 기술통계, 채점자간 신뢰도, 다국면 분석의 요약, 내적 

신뢰도 그리고 채점자의 엄격성 관련 변화를 분석하였다.  

 

4.1 기술통계 및 채점자간 신뢰도 

 

각 세션 별 채점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각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표 4.1에 의하면 세션 1에서 채점자들의 채점 

평균은 3.80과 표준편차 평균은 0.90이었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점과 

5점이었다. 채점자 2와 10이 채점 평균 3.33으로 가장 엄격하게 채점하였고, 

채점자 6이 채점 평균 4.53으로 가장 관대하게 채점하였다. 채점자들간의 채

점 평균의 표준편차는 0.39이었다. 왜도와 첨도는 10명의 채점자 모두 ±2의 

정상적 범위 안에 있다(Bachman, 2004). 이는 각 채점자들의 채점이 정상적

인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4.2에 의하면 세션 2에서 채점자들 10명의 채점 평균이 3.59이며 표준

편차 평균은 1.02이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과 5이며 채점자 5의 첨도

가 4.05로서 정상적인 분포인 ±2를 벗어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채점자들의 

왜도와 첨도가 ±2안에 분포하고 있다. 채점자 4와 5가 채점 평균 3.87과 

3.97로 가장 관대하게 채점하였고 채점자 8이 3.37로 가장 엄격하게 채점하

였다. 채점자들의 채점 평균의 표준편차는 0.19로 세션 1의 0.39보다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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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세션 1의 채점자 별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채점자 1 30 2 5 4.00  0.91  0.06  -1.88  

채점자 2 30 2 5 3.33  0.87  0.12  -1.40  

채점자 3 30 1 5 3.63  1.15  -0.31  -1.29  

채점자 4 30 2 5 3.87  0.87  0.16  -0.97  

채점자 5 30 2 5 3.63  0.92  0.31  -1.41  

채점자 6 30 3 5 4.53  0.55  -0.70  -1.48  

채점자 7 30 2 5 3.50  0.89  -0.12  1.75  

채점자 8 30 2 5 3.93  1.08  -0.55  -1.08  

채점자 9 30 2 5 4.20  0.80  -0.37  -1.56  

채점자 10 30 2 5 3.33  0.94  0.12  -0.31  

종합 300 1 5 3.80 0.90 -0.13 -0.96 

참고: 세션 1에서의 채점자들 사이의 평균의 표준편차는 0.39이다. 

 

표 4.2  

세션 2의 채점자 별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채점자 1 30 2 5 3.53 0.97 0.17 -1.40 

채점자 2 30 2 5 3.50 0.91 0.46 -0.57 

채점자 3 30 2 5 3.63 0.99 -0.95 1.12 

채점자 4 30 2 5 3.87 0.98 -0.57 0.75 

채점자 5 30 1 5 3.97 1.13 -1.73 4.05 

채점자 6 30 1 5 3.43 1.06 -0.08 -0.65 

채점자 7 30 2 5 3.60 0.98 -0.20 -0.58 

채점자 8 30 2 5 3.37 1.01 -0.21 -0.55 

채점자 9 30 2 5 3.53 1.10 -0.11 -0.51 

채점자 10 30 1 5 3.50 1.04 -0.65 0.29 

종합 300 1 5 3.59  1.02  -0.39  0.20  

참고: 세션 2에서의 채점자들 사이의 평균의 표준편차는 0.19이다. 



-52- 

 

표 4.3에 의하면 세션 3에서 채점자들의 채점 평균이 3.79이며 표준편차

의 평균은 0.80이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2와 5이며, 왜도와 첨도 값은 

모두 ±2안에 분포하고 있다. 채점자들의 채점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0.22

로서 세션 2의 0.19 보다는 약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션 1의 0.39 보다는 

낮게 나왔다.  

표 4.3  

세션 3의 채점자 별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채점자 1 30 2 5 4.07 0.78 -0.17 -0.82 

채점자 2 30 3 5 3.70 0.72 0.13 -1.60 

채점자 3 30 2 5 3.97 0.85 -1.05 1.32 

채점자 4 30 2 4 3.53 0.56 -0.60 0.36 

채점자 5 30 3 5 3.90 0.66 -0.45 -0.65 

채점자 6 30 3 5 3.83 0.59 0.23 0.41 

채점자 7 30 2 5 3.90 0.85 -0.01 -0.85 

채점자 8 30 2 5 3.40 0.98 -0.51 -0.69 

채점자 9 30 2 5 3.63 0.89 0.56 0.30 

채점자 10 30 2 5 4.00 1.10 -0.94 0.43 

종합 300 2 5 3.79  0.80  -0.28  -0.18  

참고: 세션 3에서의 채점자들 사이의 평균의 표준편차는 0.22이다. 

 

표 4.4는 전체 학생 작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학생 10의 작문이 평

균 2.2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학생 6의 작문이 4.74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았다. 전체 18명 학생의 작문 평균은 3.73이며 표준편차 평균은 

0.60이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과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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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전체 학생 작문의 기술통계 

세션 작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학생 1 50 2 5 3.38  0.64  

학생 2 50 1 5 3.46  0.97  

학생 3 50 3 5 4.46  0.51  

학생 4 50 2 5 3.88  0.72  

학생 5 50 2 5 2.86  0.67  

학생 6 50 4 5 4.74  0.44  

2 

학생 7 50 2 5 3.72  0.64  

학생 8 50 2 5 3.10  0.59  

학생 9 50 3 5 4.60  0.54  

학생 10 50 1 5 2.24  0.62  

학생 11 50 2 5 3.64  0.54  

학생 12 50 3 5 4.26  0.66  

3 

학생 13 50 3 5 4.04  0.53  

학생 14 50 2 4 2.98  0.64  

학생 15 50 3 5 4.46  0.52  

학생 16 50 2 4 3.06  0.53  

학생 17 50 3 5 4.14  0.59  

학생 18 50 3 5 4.08  0.48  

계 18 명 900 1 5 3.73  0.60 

 

표 4.5, 표 4.6, 그리고 표 4.7은 세션 별 학생 작문의 항목별 기술통계이

다.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이며, 학생 10의 내용 항목 채점 평균이 1.70으

로 가장 낮고, 학생 3의 구성, 학생 6의 내용, 학생 15의 기술적 영역 항목

평균이 4.90으로 가장 높다. 표준편차는 학생 10의 기술적 영역 항목이 

1.15로 가장 높고, 학생 3의 구성, 학생 6의 내용, 학생 10의 구성, 학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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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적 영역 항목이 0.32로 가장 낮다. 

표 4.5  

학생 작문의 항목별 기술통계(세션1) 

작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생 1 내용 10 2.00  3.00  2.80  0.42  

 구성 10 2.00  4.00  2.90  0.74  

 어휘 10 2.00  4.00  3.30  0.67  

 문법 10 2.00  5.00  3.40  0.84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50  0.53  

학생 2 내용 10 1.00  4.00  3.00  1.05  

 구성 10 2.00  5.00  3.10  1.10  

 어휘 10 2.00  5.00  3.70  0.95  

 문법 10 2.00  5.00  3.50  1.08  

 기술적 영역 10 3.00  5.00  4.00  0.67  

학생 3 내용 10 4.00  5.00  4.60  0.52  

 구성 10 4.00  5.00  4.90  0.32  

 어휘 10 4.00  5.00  4.40  0.52  

 문법 10 3.00  5.00  4.00  0.67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40  0.52  

학생 4 내용 10 3.00  4.00  3.60  0.52  

 구성 10 2.00  5.00  3.60  0.84  

 어휘 10 3.00  5.00  4.10  0.88  

 문법 10 3.00  5.00  3.70  0.67  

 기술적 영역 10 3.00  5.00  4.40  0.70  

학생 5 내용 10 2.00  3.00  2.20  0.42  

 구성 10 2.00  3.00  2.40  0.52  

 어휘 10 2.00  5.00  3.10  0.99  

 문법 10 2.00  4.00  2.80  0.63  

 기술적 영역 10 3.00  5.00  3.80  0.79  

학생 6 내용 10 4.00  5.00  4.90  0.32  

 구성 10 4.00  5.00  4.80  0.42  

 어휘 10 4.00  5.00  4.80  0.42  

 문법 10 4.00  5.00  4.60  0.52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60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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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학생 작문의 항목 별 기술통계(세션2) 

작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생 7 내용 10 3.00  5.00  3.60  0.70  

 구성 10 2.00  5.00  3.60  0.84  

 어휘 10 3.00  4.00  3.70  0.48  

 문법 10 3.00  4.00  3.50  0.53  

 기술적 영역 10 3.00  5.00  4.20  0.63  

학생 8 내용 10 2.00  4.00  3.20  0.63  

 구성 10 2.00  5.00  3.10  0.74  

 어휘 10 3.00  4.00  3.20  0.42  

 문법 10 2.00  4.00  2.90  0.57  

 기술적 영역 10 2.00  4.00  3.10  0.57  

학생 9 내용 10 4.00  5.00  4.80  0.42  

 구성 10 4.00  5.00  4.80  0.42  

 어휘 10 3.00  5.00  4.70  0.67  

 문법 10 3.00  5.00  4.20  0.63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50  0.53  

학생 10 내용 10 1.00  2.00  1.70  0.48  

 구성 10 1.00  2.00  1.90  0.32  

 어휘 10 2.00  4.00  2.30  0.67  

 문법 10 2.00  3.00  2.30  0.48  

 기술적 영역 10 2.00  5.00  3.00  1.15  

학생 11 내용 10 3.00  4.00  3.90  0.32  

 구성 10 3.00  5.00  3.80  0.63  

 어휘 10 3.00  4.00  3.40  0.52  

 문법 10 2.00  4.00  3.10  0.57  

 기술적 영역 10 3.00  5.00  4.00  0.67  

학생 12 내용 10 3.00  5.00  4.30  0.67  

 구성 10 3.00  5.00  4.40  0.70  

 어휘 10 3.00  5.00  4.40  0.70  

 문법 10 3.00  5.00  3.90  0.74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30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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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학생 작문의 항목 별 기술통계(세션3) 

작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생 13 내용 10 4.00  5.00  4.30  0.48  

 구성 10 4.00  5.00  4.40  0.52  

 어휘 10 3.00  5.00  3.90  0.57  

 문법 10 3.00  4.00  3.50  0.53  

 기술적 영역 10 3.00  5.00  4.10  0.57  

학생 14 내용 10 2.00  4.00  3.00  0.67  

 구성 10 2.00  4.00  3.20  0.63  

 어휘 10 2.00  4.00  2.90  0.57  

 문법 10 2.00  3.00  2.50  0.53  

 기술적 영역 10 2.00  4.00  3.30  0.82  

학생 15 내용 10 4.00  5.00  4.50  0.53  

 구성 10 3.00  5.00  4.20  0.63  

 어휘 10 3.00  5.00  4.50  0.71  

 문법 10 4.00  5.00  4.20  0.42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90  0.32  

학생 16 내용 10 2.00  3.00  2.60  0.52  

 구성 10 2.00  3.00  2.80  0.42  

 어휘 10 2.00  4.00  3.10  0.57  

 문법 10 3.00  4.00  3.20  0.42  

 기술적 영역 10 2.00  4.00  3.60  0.70  

학생 17 내용 10 3.00  5.00  3.60  0.70  

 구성 10 3.00  5.00  3.90  0.74  

 어휘 10 4.00  5.00  4.50  0.53  

 문법 10 4.00  5.00  4.30  0.48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40  0.52  

학생 18 내용 10 4.00  5.00  4.20  0.42  

 구성 10 4.00  5.00  4.30  0.48  

 어휘 10 3.00  5.00  4.00  0.47  

 문법 10 3.00  4.00  3.60  0.52  

 기술적 영역 10 4.00  5.00  4.30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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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간 신뢰도는 채점자 그룹이 3명 이상임으로 급간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급간 내 상관계

수는 채점자 간의 전반적인 일관성을 반영하여 신뢰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채점자 간 평균 일치율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적당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채점자 별 학생 작문에 부여한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표 4.8에 의하면 채점자 편향 집단과 무채점자 편향 집단간의 채점자간 신

뢰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향 집단은 세션 1과 2에서 각각 0.56

과 0.67이고 무편향 집단은 세션 1과 세션 2에서 각각 0.86과 0.88이다. 그

리고 전체 채점자간 신뢰도는 세션 1에서 2로 가면서 0.77에서 0.79로 증가

하였고 세션 3에서는 0.78로 세션 2보다는 낮지만 세션 1보다는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표 4.8 

채점자간 신뢰도 

채점자 집단 세션 1(n) 세션 2(n) 세션 3(n) 

편향 집단 0.56(3) 0.67(5) *7(1) 

무편향 집단 0.86(7) 0.88(5) 0.81(9) 

모든 집단 0.77(10) 0.79(10) 0.78(10) 

참고: 모든 계수는 유의확률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4.2 다국면 측정을 통해 본 채점 특성 

 

다국면 측정 분석의 요약을 통하여 각 세션 별 전반적 채점 국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채점자의 내적 일관도 및 채점자의 전반적 엄격성과 관련된 

변화를 분석하였다.  

 

                                           
7
 세션 3에서 편향을 보인 채점자는 1명이므로 채점자간 신뢰도를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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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다국면 지도 정보 

 

본 절에서는 각 세션의 채점에 대한 다국면 측정 결과를 차례로 보여주면

서 전체적인 경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세션 1의 다국면 지도의 요약 

 

그림 4.1은 채점 세션 1의 다국면 측정 분석 결과이다. 모두 네 가지 국면, 

학생(examinee), 채점자(rater), 쓰기 과업(task), 그리고 채점항목(criteria)

이 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동일한 눈금으로 인해 각 국면 안과 국면들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학생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위치할수록 능

력이 높은, 그리고 아래 위치할수록 능력이 낮은 학생이다. 학생의 능력의 

범위는 -2.31로짓(logit)에서 2.74로짓까지로, 5.05로짓의 범위 안에 흩어져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능력의 범위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

생 능력 값과 함께 제공되는 분리 신뢰도(separation reliability)와 고정된 

카이 검정(fixed chi-square) 값은 6명의 학생의 능력이 넓게 퍼져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분리 신뢰도 값 0.98은 6명의 학생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

음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고정된 카이 검정 값도 학생의 능력에 큰 차이

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6명의 학생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영 가설

은 카이 검정 결과 x2 = 248.5, d.f. = 5, p<0.001으로 기각 되었다. 즉, 6명의 

학생은 서로 다른 쓰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는 통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확

인되었다. 

특히, 네 번째 칸은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10명의 채점자에 관한 국

면이다. 위에 위치할수록 더 엄격한, 그리고 아래 위치할수록 더 관대한 채

점자이다. 모든 채점자들은 0.00로짓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채점자

들이 관대하게 채점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가장 관대한 채점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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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6이고, 가장 엄격한 채점자는 채점자 2와 10이다. 채점자의 엄격성의 

정도는 -4.47에서 -1.07로서 3.40로짓의 범위를 갖고 있다.  

다섯 번째 칸은 두 쓰기 과업의 난이도에 관한 정보이다. 과업이 위에 위

치할 수록 더 어려운 과업임을 의미한다. 그림 4.1에 의하면 두 과업이 모두 

0로짓 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국면 지도 외에 각 과업의 로짓 

정보를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논증적 에세이가 0.03로짓으로, -0.03로짓에 

위치한 내레티브 에세이보다 약간 어려웠다. 이 다섯 번째 칸은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국면인데, 두 개의 쓰기 과업이 중심에 몰려 있는 것은 두 개

의 과업이 학생들에 어려움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1  

다국면 지도(All-facet Map) – 세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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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칸은 채점 항목별 난이도에 관한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더 어려

운 채점 항목이 위에 위치하고 있고, 더 쉬운 채점 항목은 아래 위치하고 있

다. 다섯 개의 채점 항목(내용, 구성, 어휘, 문법, 기술적 영역) 중 기술적 영

역(mechanics)이 -1.36로짓으로 가장 쉽고, 내용(content) 항목이 0.74로짓

으로 가장 어려운 채점 항목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칸은 채점표의 1점

부터 5점까지의 채점표에서 사용한 척도를 보여 주고 있다.  

 

2) 세션 2의 다국면 지도의 요약 

 

세션 1에서와 같이 채점 세션 2에서의 다국면 측정 결과를 그림 4.2를 통

하여 보여 주고 있다. 세션 1에서처럼 4개의 국면, 즉, 학생, 채점자, 쓰기 

과업, 그리고 채점 항목이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에서, 학생의 능력은 -

3.18로짓에서 2.39로짓으로, 약 5.57로짓의 범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세션 

1에서와 같이 6명의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분리 신뢰도 값 0.98은 학생들간의 능력의 차이가 큼을 증명하고 있고, 고정

된 카이 검정 값도 x2 = 362.2, d.f. = 5, p<0.001으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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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다국면 지도 – 세션 2 

 

네 번째 칸은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를 가리키는데, 세션 1에

서와 같이 모든 채점자들이 0.00로짓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채점자들

이 여전히 다소 관대하게 채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채점자 4와 5

는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서 더 관대하게 채점을 하고 있다. 10명의 채점자들

의 전반적인 엄격성 측정값은 -2.70에서 -1.05로서, 1.65로짓의 범위를 갖

고 있는데, 세션 1의 3.40로짓의 범위와 비교해서,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엄

격성의 차이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p=0.0419으로 세션 1과 2의 채점자 엄격성 관련 표준 편차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채점자 훈련이 채점자들 

간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차이를 좁히는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섯 번 째 칸의 내레티브 과업은 0.32로짓으로 -0.32로짓에 위치한 논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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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보다 약간 더 어려웠다. 여섯 번째 칸에서는 기술적 영역 항목이 -

0.71로 가장 쉽고, 반면, 문법 항목은 0.74로 가장 어려웠던 항목이었다. 각 

작문에서 기술적 영역 항목은 상대적으로 실수와 오류가 적은 반면, 문법 영

역은 오류와 실수가 많고 통사적 다양성도 함께 측정하다 보니 점수가 상대

적으로 낮게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세션 3의 다국면 지도의 요약 

 

세션 1과 2에서와 같이 세션 3에서도 다국면 지도를 통하여 전반적인 채

점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4.3

에서 제시된 세션 3의 다국면 지도의 전반적인 형태가 그림 4.1과 4.2와 비

슷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칸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세션 1, 

2와 비교되는 유사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먼저, 유사점은 학생 능력의 측정치가 -2.55에서 2.13까지로 4.68로짓의 

범위 안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6명의 학생의 쓰기 능력은 세션 1

과 2에서와 같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분리 신뢰도 값 0.98과 고정된 카이 

검정 값 ϰ2 = 285.9, d.f. = 5, p<0.001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션 1, 2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엄격성 정도는 0로

짓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세션 1, 2에서의 채점자들이 보였던 전반

적 관대성의 경향에서 벗어나 0에 가까워지면서 엄격성과 관대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참고적으로, 논증적 에세이가 0.05으로 내래티브 에세이 -0.05보

다 약간 더 어려웠고, 세션 1과 2에서처럼, 기술적 영역 항목이 -1.00으로 

가장 쉬었고, 문법 항목이 0.78로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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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다국면 지도 – 세션 3 

 

4.2.2 채점의 중요 요인들의 변화 추이 

 

앞에서 각 세션 별 채점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다국면 지도 요약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채점의 중요 요인들이 세션 별로 어떤 변화 추이

를 보였는지 분석하였다. 

 

1) 채점자 내 신뢰도 

 

세션 별 채점자 내 신뢰도 관련 내적합 평균 제곱 값 지수가 표 4.9에 제

시되었다. 다국면 측정에서 내적합 평균 제곱 값 지수는 내적 일관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0.5보다 작은 값은 과적합으로 변별력이 없게 너무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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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하는 경향을 말하고, 1.5보다 큰 값은 부적합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둘 다 내적 일관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Jang & Shin, 2009).  

 

표 4.9 

세션 별 내적합 평균 제곱 값 지수 

채점자 세션 1 세션 2 세션 3 

채점자 1 0.75 0.90 1.14 

채점자 2 1.02 1.48 0.60 

채점자 3 2.42* 0.61 1.12 

채점자 4 0.37* 0.75 0.58 

채점자 5 1.02 1.32 1.17 

채점자 6 0.67 1.66* 0.50 

채점자 7 0.87 0.80 0.68 

채점자 8 0.93 0.59 1.22 

채점자 9 0.81 0.56 1.31 

채점자 10 0.52 1.03 1.46 

평균 0.94 0.97 0.98 

표준편차 0.56 0.39 0.35 

내적합 평균 제곱값의 허용 범위: 0.5~1.5 

 

표 4.9에 의하면 세션 1에서 내적 일관도에 문제가 있는 채점자는 채점자 

3과 4였다. 채점자 3은 2.42로서 허용 범위 상한 값인 1.5에 벗어나 부적합, 

그리고 채점자 4는 0.37로서 허용 범위 하한 값인 0.5에서 벗어나 과적합이 

있었다. 세션 2에서는 채점자 6이 1.66으로서 1.5에서 벗어나 부적합 경향을 

보여 내적 일관도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세션 3에서는 모든 채점자들의 

내적 일관도가 허용 범위 0.5에서 1.5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내적 일관도에 

문제가 있는 채점자가 없었다. 

 

2) 채점자의 전반적 엄격성 정도의 차이 

 

채점자의 전반적 엄격성 정도의 차이에서도 세션 별 변화가 있다. 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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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션 별 표준 편차가 각각 1.07, 0.52, 070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p<0.05으로 세션 1과 2의 전반적 엄격

성의 표준 편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4.10  

전반적 엄격성 수치에서의 변화 

 

채점자 세션 1 세션 2 세션 3 

채점자 1 -2.74 -1.49 -1.79 

채점자 2 -1.07 -1.40 -0.59 

채점자 3 -1.80 -1.76 -1.45 

채점자 4 -2.39 -2.41 -0.06 

채점자 5 -1.80 -2.70 -1.23 

채점자 6 -4.47 -1.22 -1.02 

채점자 7 -1.47 -1.67 -1.23 

채점자 8 -2.56 -1.05 0.36 

채점자 9 -3.31 -1.49 -0.38 

채점자 10 -1.07 -1.40 -1.56 

평균  -2.27 -1.66 -0.89 

표준 편차 1.07* 0.52* 0.70 

 

이는 세션 1에서 2로 넘어 가면서 채점자들의 엄격성의 차이가 현저하게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션 2에서 세션 3으로 넘어갈 때는 세션 2보다

는 표준 편차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세션 1보다는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채점자들의 전반적 엄격성의 차이

가 처음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채점자의 전반적 관대성의 경향 

 

세션 별 다국면 지도(그림 4.1, 4.2 와 4.3)를 보면, 네번째 칸에 위치한 

채점자들의 엄격성 정도 관련 로짓 수치가 세션이 지남에 따라 0로짓에 가

까이 위치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션 1에서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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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했던 경향이 세션이 지남에 따라 관대성에서 벗어나 0에 가까이 위치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채점자의 관대성의 변화 추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지수를 이용하여 각 채점자의 세션 별 변화에 따른 기울기를 

구하였다. 

 

 

그림 4.4 

세션 별 채점자의 관대성의 변화 추이 

 

그림 4.4는 세션 별 채점자의 관대성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세션 회차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엄격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로짓 값

이다. 한 눈에 봐도 전반적인 채점의 경향성이 0에 가까운 상승 곡선을 이루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11는 그림 4.4의 각 채점자의 세션 별 변화에 따른 기울기 값을 보여 

주고 있다. 10명의 채점자 중 채점자 10을 제외하고는 평균 0.69로서 모두 

양수 값을 보이는데 이는 세션이 지남에 따라 관대했던 채점자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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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상승하여 0에 가까이 수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채점자 6이 1.73으

로서 기울기 값이 가장 큰데, 이는 채점자 6의 전반적인 관대성의 경향이 세

션 1에서 -4.47, 세션 2에서 -1.22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1.02로 상승

하면서 덜 관대해지는 경향을 가장 크게 보이고 있다. 반면 채점자 10은 세

션 1에서 -1.07, 세션 2에서 -1.40, 세션 3에서는 -1.56으로 오히려 조금씩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1 

각 채점자의 세션 별 변화에 따른 기울기 값 

채점자 기울기 값 

채점자 1 0.48 

채점자 2 0.24 

채점자 3 0.18 

채점자 4 1.17 

채점자 5 0.29 

채점자 6 1.73 

채점자 7 0.12 

채점자 8 1.46 

채점자 9 1.47 

채점자 10 -0.25 

Mean 0.69 

S.D. 0.70 

 

본 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채점자 훈련의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각 채점자의 

내적 일관도는 향상되었다. 즉, 과적합이나 부적합의 경향을 보였던 채점자는 

사라졌다. 또한 채점자의 전반적 엄격성의 차이는 많이 좁혀지는 경향성을 보

였으며, 채점자들은 관대성의 경향에서 벗어나 0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엄격

성과 관대성의 균형을 이루는 변화가 있었다.  

 

4.3 채점자 편향과 변화 추이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인 편향의 양상을 보고한다. 앞에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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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로 편향을 전반적 편향, 부분적 편향, 국소적 편향으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4.3.1 전반적 편향 

 

세션 1에서의 전반적 편향을 먼저 알아보았다. 표 4.12에 의하면 채점자들

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4.5에서의 상자그

림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이상치(outlier)를 보이는 채점자는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 편향은 세션 1에서 없었다.  

표 4.12  

전반적 엄격성 – 세션 1 

채점자  엄격성 측정값 

채점자 6 -4.47 

채점자 9 -3.31 

채점자 1 -2.74 

채점자 8 -2.56 

채점자 4 -2.39 

채점자 3 -1.80 

채점자 5 -1.80 

채점자 7 -1.47 

채점자 2 -1.07 

채점자 10 -1.07 

평균 -2.27 

표준편차 1.07 

참고: 채점자들은 관대성에서 엄격성 순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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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반적 편향 분석을 위한 상자그림(box plot)8 - 세션 1 

 

다음으로는 세션 2의 전반적 편향을 살펴보았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듯

이, 채점자 4와 5의 전반적 엄격성이 각각 -2.41과 -2.70로짓으로 다른 8명

의 채점자와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8 상자그림을 이용하면 통계적으로 이상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제 1사분위수에

서 제 3사분위수까지의 상자로 나타낸다. 상자 안에는 제 2사분위수를 나타내는 

가로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의 중앙값이다. 상자의 위, 아래로 뻗어 

있는 선은 이상치가 아닌 각각 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한다. 이것에서 벗

어나는 값들이 이상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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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전반적 엄격성– 세션 2 

채점자  엄격성 측정값 

채점자 5 -2.70 

채점자 4 -2.41 

채점자 3 -1.76 

채점자 7 -1.67 

채점자 1 -1.49 

채점자 9 -1.49 

채점자 2 -1.40 

채점자 10 -1.40 

채점자 6 -1.22 

채점자 8 -1.05 

평균 -1.66 

표준편차 0.52 

 

 

참고: 2개의 작은 원은 이상치를 나타낸다. 

그림 4.6  

전반적 편향 분석을 위한 상자그림 -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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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의 작은 원 2개는 이상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점자 4, 5는 채

점자들의 전반적 엄격성 평균 측정치 -1.66에 비해, 각각 -2.41과 -2.70으

로 더 관대하게 채점하였다. 실제 이 차이는 세션 1에서보다 크지 않지만, 

세션 2에서 채점자들의 전반적 엄격성의 정도가 세션 1보다 더 조밀하게 모

여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상치가 되어 편향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션 3의 전반적 편향을 살펴보았다. 표 4.14에 제시된 채점자

들의 전반적인 엄격성 중에 그림 4.7의 상자그림 결과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

았다. 따라서, 세션 3에서의 전반적 편향은 없었다. 

 

표 4.14  

전반적 엄격성 – 세션 3  

채점자  엄격성 측정값 

채점자 1 -1.79 

채점자 10 -1.56 

채점자 3 -1.45 

채점자 5 -1.23 

채점자 7 -1.23 

채점자 6 -1.02 

채점자 2 -0.59 

채점자 9 -0.38 

채점자 4 -0.06 

채점자 8 0.36 

평균 -0.89 

표준편차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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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전반적 편향 분석을 위한 상자그림 

 

4.3.2 부분적 편향 

 

세션 1의 부분적 편향은 다국면 측정 분석에서 t-검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데, 표 4.15와 같이 2건의 사례가 있었다.  

 

표 4.15 

부분적 편향(채점자-학생, 채점자-항목 상호작용) – 세션 1 

채점자 부분 t 자유도 p 

채점자 3 학생 2 3.12 4 0.0356 

채점자 5 기술적 영역 2.70 5 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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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3은 학생 2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분적 편향(t = 3.12, p = 0.0356)이 

있었다. 이는 채점자 3이 학생 2의 작문을 기대값보다 엄격하게 채점한 것을 

의미하는데, 원점수를 살펴봐도 채점자 3이 학생 2를 채점할 때 평균 

2.2점으로 다른 채점자들의 평균 3.46점보다 엄격하게 채점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적 편향은 채점자 5가 기술적 영역 항목을 채점할 때 

나타난 엄격성이다(t = 2.70, p = 0.0426). 원점수를 살펴보면 채점자 5가 

부여한 기술적 영역에서의 평균은 3.5점으로 세션 1에서 기술적 영역의 

평균 4.28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세션 1에서 채점자와 학생 그리고 채점자와 채점표 항목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적 편향이 있었지만, 채점자와 쓰기 과업간의 

상호작용에서는 부분적 편향이 없었다. 이는 최근 부분적 편향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세가지 상호작용(채점자와 학생, 채점항목, 쓰기과업)에서 채점자 

편향이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Schaefer, 2008; Shin, 2010).   

다음으로, 세션 2의 부분적 편향은 표 4.16과 같이 3건의 사례가 있었다.  

 

표 4.16  

부분적 편향(채점자-학생 상호작용) – 세션 2 

채점자 부분 t 자유도 p 

채점자 2 학생 12 3.37 4 0.0280 

채점자 5 학생 10 3.01 4 0.0395 

채점자 1 학생 7 2.88 4 0.0451 

참고: 채점자들은 t값의 내림차순으로 제시되었다. 

 

채점자 2는 학생 12를 엄격하게(t = 3.37, p = 0.0280), 채점자 5는 학생 

10을 엄격하게 채점하고 있다(t = 3.01, p = 0.0395). 각각 부여한 평균 점수

가 3.20점과 1.80점으로서 다른 채점자들이 부여한 학생 12의 작문과 학생 

10의 작문 평균 점수 4.26점과 2.24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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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점자 1은 학생 7의 작문에 평균 2.80점 부여함으로써 다른 채점자들이 

학생 7의 작문에 부여한 3.72점보다 엄격하게 채점하였다(t = 2.88, p = 

0.0451).  

정리하면, 세션 2에서는 채점자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만 부분적 편향이 

있었다. 세션 1에서 보였던 채점자와 채점표 항목 간의 부분적 편향은 나타

나지 않았는데, 채점자들이 채점표 각 항목에 대해서 세션 1에서보다 대체적

으로 잘 이해하고 채점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션 3의 부분적 편향은 한 사례가 있었는데, 표 4.1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채점자 10이 학생 14의 작문을 채점할 때였다(t = 3.12, d.f. = 4, p<0.05). 

채점자 10은 학생 14의 작문에 평균 2.20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다른 채점

자들이 학생 14의 작문에 부여한 평균점수 2.98점보다 낮다.  

 

표 4.17  

부분적 편향(채점자-학생 상호작용) – 세션 3 

채점자 부분 t 자유도 p 

채점자 10 학생 14  3.12 4 0.0356 

 

4.3.3 국소적 편향 

 

세션 1의 국소적 편향은 다국면 측정 결과 예기치 못한 반응 값 들 중 

표준 잔차 ±3 범위 밖에 위치한 값으로,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건의 국소적 편향이 있었다. 부분적 편향이 이원 상화 작용의 결과로 생긴 

편향이라면 국소적 편향은 좀 더 복잡한 삼원 혹은 그 이상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생긴 편향으로 채점자의 편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채점자 9는 학생 3의 기술적 영역 항목을 채점할 때, 기대값보다 더 엄격

하게 채점했다. 채점자 3은 학생 5의 어휘 항목을 채점할 때, 기대값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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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게 채점했고, 학생 6의 기술적 영역을 채점할 때는, 기대값보다 더 엄

격하게 채점했다. 마지막으로, 채점자 5는 학생 6의 기술적 영역을 채점할 

때, 기대값보다 더 엄격하게 채점했다.  

 

표 4.18  

국소적 편향 (채점자-학생-항목 상호작용) –  세션 1 

채점자 학생 채점항목 관찰 값 기대값 잔차 
표준 잔

차 

채점자 9 3 
기술적 영

역 
4 4.9 -0.9 -3.9 

채점자 3 5 언어사용 5 2.7 2.3 3.4 

채점자 3 6 
기술적 영

역 
4 4.9 -0.9 -3.3 

채점자 5 6 
기술적 영

역 
4 4.9 -0.9 -3.3 

참고: 표준 잔차 값의 마이너스 표시(-)는 엄격성을 의미하고  

플러스 (+)는 관대성을 나타낸다.  

 

세션 2의 국소적 편향은 표 4.19와 같이 3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채점자 

2는 학생 10의 기술적 영역 항목을 채점할 때, 기대값보다 관대하게 채점하

였다. 채점자 6은 학생 10의 어휘 항목을 채점할 때, 기대값보다 관대하게 

채점하였다. 마지막으로 채점자 5는 학생 9의 기술적 영역 항목을 엄격하게 

채점하였다. 

표 4.19  

국소적 편향(채점자-학생-항목 상호작용) – 세션 2 

채점자 학생 채점항목 관찰 값 기대값 잔차 표준 잔차 

채점자 2 10 기술적 영역 5 2.4 2.6 4.4 

채점자 6 10 어휘 4 2.1 1.9 3.4 

채점자 5 9 기술적 영역 4 4.9 -0.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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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션 3에서는 세션 1과 2와 달리, 국소적 편향은 없었다. 

 

4.4 채점자 편향의 원인 

 

세션 별 채점자 편향의 종류와 수를 정리하면 표 4.20과 같다. 먼저, 세션 

1에서는 3명의 채점자 3, 5와 9로부터 부분적 편향 2건, 국소적 편향 4건, 

세션 2에서는 5명의 채점자 1, 2, 4, 5와 6로부터 전반적 편향 2건, 부분적 

편향 3건, 국소적 편향 3건, 세션 3에서는 채점자 10에게서 1건의 부분적 

편향이 있었다. 특히, 표 4.20에서 주목할 점은 채점자 편향이 소멸된 경우

와 채점자 편향이 지속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채점자들

의 편향은 다음 세션에서 사라졌지만, 채점자 5의 편향은 지속이 되었다  

 

표 4.20 

세션 별 채점자 편향 변화 추이 

채점자 
세션 1 세션 2 세션 3 

전반적 부분적 국소적 전반적 부분적 국소적 전반적 부분적 국소적 

채점자 3  V V V       

채점자 9   V       

채점자 5  V V V V V    

채점자 1     V     

채점자 2     V V    

채점자 4    V      

채점자 6      V    

채점자1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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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채점자 편향을 보인 채점자의 사고구술기법 자료와 채점일

지를 분석하여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 채점표에서 항목간 혼란, 채점표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의 영향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편향의 원인을 알 수는 없기 때

문에 여기서는 원인이 어느 정도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에만 제시하였다.  

 

4.4.1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 

 

채점자 3은 학생 2의 작문을 엄격하게 채점하는 편향을 보였다. 사고구술

기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점자 3은 학생 2의 작문을 채점할 때, 내용 항목

에서 주장을 중시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내용

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뿐 아니라 채점표의 내용 항목 외에 구성, 어휘, 

문법 항목까지도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여 편향이 발생하였다. 주장에 

모순이 있어 내용 항목에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만, 주장을 

중시하여 다른 관계 없는 항목까지도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분명 글에서 주장

을 중시하는 채점자 3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채점자

들의 경우에는 학생 2의 주장을 전반적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

에, 내용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학생 2 의 작문 
There are many people live in the cities. Some people say 

that they like to live in cities because of good public 

transportation or education. But some people say that 

countries are better place to live. I think that countrysides are 

better places to live in than cities. First, countrysides have 

clear environment. We can feel the great nature. It means that 

they can raise their children in safer environment. In cities 

there are a lot of danger. For example, car accident, air 

pollution, robbery, subway accident. Also, while city children 

go to academy, country students can study in friendly class 

and feel more things, and nowadays, government g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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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untryside schools. So, education is better than before. 

Therefore,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발췌 4.1 (세션 1, 채점자 3, 사고구술기법) 

학생 2의 작문: 내용을 정반대로 쓴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학생의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기 시골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의 결론은 therefore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했거든. 결론은 또 도시 쪽으로 간 것 같아.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제일 감점 요소가 돼서. 주장이 확실해야 
되지 않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거든. 마지막 문장을 
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뒷부분이 하여튼, 이 학생이, 
뒤의 부분의 주장이 조금 애매해. 하여튼 마지막이 제일 영향이 
커. 이 학생이 하려는 말이 뭔지. therefore가 영향이 커.~주장이 
확실해야 되는데, 주장이 전혀 파악이 안되니깐.  

 

채점자 1은 학생 7의 작문을 채점할 때 엄격성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내

용과 구성 채점 항목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생 7의 작문을 제시

하였다.  

 

학생 7 의 작문 
Throughout the 21th century, cities have been developed a lot. 

That made us choose where to live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I would choose the country to live with several 

reasons. First I can avoid pollution produced by many cars 

and factories in the city. Similarly, I can keep apart from noise 

in the city. Pollutions and noise get on our nerves as well as 

harm our health. Another reason is citizen’s busy life. Busy 

life cause uneasy mind. As a result, stress and pollution will 

shorten our lives. According to these reasons, I will live in 

countries to keep my body and mind health.  

 
발췌 4.2 (세션 2, 채점자 1, 사고구술기법) 

학생 7의 작문: 내용을 보면 도시가 사는데 좋은 곳이냐라는 
질문에 관하여 묻는 것인데, 요기 지금 연결어로 first를 쓰고, 그 
다음 게 없고, 뭐 거의 지금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뭐 
pollution을 피할 수 있다. Pollution, 자동차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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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에서 없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noise에서 없어질 
수 있다. 건강의 해가 되는 요소들에서 더욱더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busy life가 싫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organization측면에서 그렇게 잘 정돈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 내용은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내용은 3점, 
organization은 그보다 떨어지고 2점 정도 같고...  
 

채점자 1은 학생 7의 작문을 채점할 때, 연결어의 사용과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들이 겹치지 않는 것을 중시하여 내용과 구성 항목에서 각각 3점, 

2점을 부여하여 학생 7의 작문을 엄격하게 채점하였다. 그러나, 학생 7이 쓴 

내용을 보면 시골을 선택한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도시의 소음 문제,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바쁜 생활을 제시함

으로써, 시골을 더 선호하는 이유들을 알맞게 열거하고 있고, 구성의 연결어 

측면에서도, ‘First’, ‘Similarly’, ‘Another reason’, ‘As a result’등의 연결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채점자 1과는 달리, 다른 채점자들은 학생 7의 내용

과 구성 항목에서 각각 평균 4점씩을 주었다. 참고로, 채점자 2가 세션 2에

서 다른 두 편의 논증적 에세이 학생 8과 9의 작문의 사고구술기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결어의 사용과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들이 겹치지 않는 것

을 중시하는 경향은 없었고, 이와 관련된 편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채점자 2는 각 채점 항목별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학생 12의 

작문을 엄격하게 채점하는 편향을 보였다. 학생 12의 작문에 오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선 다국면 지도 요약에 관한 그림 

4.2를 보면 학생 12의 쓰기 능력은 높은 편에 속해 있다. 이는 오류뿐만 아

니라 채점 항목별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간과하여 엄격성의 편향이 

나타났다. 참고로 아래 학생 12의 작문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채점자들의 경

우는 학생 12의 작문에서 좋은 면으로는 내용이 풍부한 점, 구성이 잘 조직

된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과 평가 부분이 잘 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채점자 2는 학생 12의 작문에서 좋

은 면을 경시하여 편향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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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2 의 작문 
I saw a movie called ‘trueman show.’ It’s about a man (Jim 

carrey) born and living as a main character of a drama. It 

means that he was a drama character since he was born. His 

whole life has been watched by th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world around him is all a ‘drama set’. He of 

course, never realized that he was living in a fake world. And 

then one day, his dead dad appears in front of him, and that’s 

when he realized that something is wrong. It all turns out that 

his wife, best friend, neighbors are all actors of the ‘trueman 

show.’ He finally comes out of the fake world, and find his 

first lovers who had been kept away from him for trying world. 

I found the whole idea of this movie very very shocking! How 

could anyone come up with the idea of a man, living a real life 

in a drama? I thought that the writer of this movie should be a 

very smart person. And I absolutely would like to pick this 

movie as one of the best movie ever. This is a movie that 

makes people exercise their imagination.  

 

 

발췌 4.3 (세션 2, 채점자 2, 사고구술기법) 

학생 12의 작문: 먼저 content에서는 내용 전달이 분명하지 못한 
편이고, organization에서는 plot, main character, evaluation and 
impression 나타나긴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음, language 
in use에서는 구어적인 표현과 어색한 표현들이 보이고 있고. 
grammar에서는 현재완료와 어울리는 접속사 since의 쓰임, 
현재분사의 쓰임, 접속사의 위치, 시제 등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mechanics는 내용상 현재분사 앞에 
comma를 이용하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채점자 2는 세션 2에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 9의 작문을 채점할 

때는 내용과 구성 및 기타 영역에서 글의 좋은 면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아

울러, 채점자 2가 보였던 편향 원인은 다음 세션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

데, 오류뿐만 아니라 좋은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발췌 4.4 (세션 3, 채점자 2, 사고구술기법) 

학생 17 의 작문: language in use는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무난하며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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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grammar는 관사의 생략, as~as의 쓰임, itself의 위치, only 
문두 도치, 대명사가 복수인 때 그 대명사를 다시 받을 때 
단수로 받는 실수가 보이나 표현의 variety면에서는 점수가 
인정되는 것 같고 mechanics에서는 스펠링의 오류, 대문자의 
사용, comma의 쓰임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네. 

 

채점자 2의 채점일지를 보면, 다음 세션에서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받은 후 

채점자 편향 원인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발췌 4.5 (세션 3, 채점자 2, 채점일지) 

어떤 작문[학생12의 작문]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채점을 하
였다는 것을 개인 피드백[오류에 너무 집착하고 좋은 면을 간과]
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런 점을 고려하여 채점하였을 때 좀 더 
채점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았다. 

 

채점자 4의 전반적 편향은 원점수를 보면 문법과 기술적 영역 항목에서 

다른 채점자들의 평균에 비해서 더 관대한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채점표의 문법 항목에서는 문법적 오류와 통사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여 채

점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통사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오류의 여부만 보고 

채점한 결과이다. 그리고 기술적 영역 항목은 훑어보기 수준의 형식적 채점

으로 오류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학생 7, 11, 12의 작문과 관련된 아래 

발췌에서 기술적 영역 항목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각 샘플들의 기술적 영

역, 철자, 대·소문자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오류가 없

다라고 말하면서 점수를 관대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는 학생 7, 11, 12의 

작문 모두에서 기술적 영역 관련 오류들이 발견되어, 다른 채점자들은 채점

자 4만큼 점수를 관대하게 주고 있지 않다. 물론, 채점자 4가 자세하게 들여

다 봤으나 못 찾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3개의 작문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술적 영역 항목을 경시하여 형식적인 훑어 보기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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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4.6 (세션 2, 채점자 4, 사고구술기법) 

학생 10의 작문: grammar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오류를 계속, 
동사의 어떤 단복수라든지, 시제에 관한, 그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학생 7의 작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mechanics한 부분에서는 뭐 
에러 무슨 에러 철자상의 에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punctuation상의 에러가 없는 것 때문에 한 5점 정도 줄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학생 11의 작문: 다른 mechanics한 부분에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학생 12의 작문: 마지막 mechanics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그냥 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채점자 4의 편향 원인 중의 하나인 문법 항목에서 통사적 다양성을 고려

하지 않고 채점하는 경향은 이후 세션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통사적 다양성을 

고려하려 채점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발췌 4.7 (세션 3, 채점자 4, 사고구술기법) 

학생 17의 작문: 중간에 있는 문장을 2개로 나눠 써도 되는 데, 
한 문장으로 쓰는 거라든지, 어색해서, 낮게는 아니지만, 만점은 
주지 못한 점입니다. 

 

또한, 채점자 4는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표를 좀더 자세히 살

펴보면서 채점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발췌 4.8 (세션 3, 채점자 4, 채점일지) 

채점 결과 피드백을 보면서 기준표를 꼼꼼히 잘 보면서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채점자 10은 학생 14의 작문을 채점할 때 엄격했는데 원인으로는 아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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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과 구성 항목을 중시하여 채점을 했기 때문이다. 

 

발췌 4.9 (세션 3, 채점자 10, 사고구술기법) 

학생 14의 작문: content면에 있어서도 많이 빈약하고 그리고 
organization도, 조직력도 너무 약해서 2점을 주었고요. 그리고 
language in use에서도 전체적으로 에러가 많고 어색한 표현이 
많아서 language in use에서도 2점, grammar에도 2점을 주었습
니다.  

 

채점자 10은 학생 14의 작문이 내용이 많이 빈약하고 조직력도 너무 약하

기 때문에, 다른 채점 항목들까지 엄격하게 채점을 하고 있다. ‘~도’라는 말

은 실제 내용과 구성과 같이 어휘와 문법 항목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말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용과 구성 중심의 채점이 다른 항목에서까지 엄격하

게 채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채점자들은 학생 

14의 작문에 평균 2.98을 부여하였는데, 채점자 10은 평균 2.2를 부여하였

다.  

내용과 구성을 중점을 둔 채점자 10의 채점 경향은 동일 세션의 다른 학

생의 작문을 채점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내용, 구성 항목과는 별도로 어

휘, 문법, 그리고 기술적 영역을 채점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 세션에서도 내

용과 구성을 중시하는 채점 경향은 잘 안 보였는데, 그런 경향성을 억제하려

는 노력이 세션 1의 사고구술기법 자료와 세션 2의 채점자 일지에서 나타나 

있다. 아래 발췌를 보면, 세션 1에서 채점자 10은 내용과 구성에 관한 채점

을 한 이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어휘, 문법 등의 항목을 채점하고 있고, 

세션 2에서 작성한 채점자 일지에서도 내용과 구성 중심의 채점 경향을 억

제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발췌 4.10 (세션 1, 채점자 10, 사고구술기법) 

학생 1의 작문: 1번은 전체적으로 근거나 근거에 대한 예시가 빈
약하여 content면에 있어서 3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음, 두 
번째 organization에 있어서도 3점이나 또는 2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3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organiz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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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음, 첫 번째 근거에 대한 supporting sentence와 두 번
째 근거 second에 해당하는 medical treatment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줄에 중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rganization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3점을 부여했고 하지만 전체적
으로 first, last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점수인 3점을 부여했고 language in use에 있어서는 active 
mutuality와 같은 좀 어색한 표현들이 보여서 3점을 부여했으며 
grammar에 있어서도 음, 세 번째 줄에 which is very speedy 
and convenient medical treatment이런 비문이 눈에 띕니다. 따
라서, 3점. mechanics에 대해서는 4점을 부여했습니다. 
 

발췌 4.11 (세션 2, 채점자 10, 채점일지) 

Rubric을 따르는 채점을 하려고 좀더 노력을 했고, [내용과 구성 
중심의]whole rating하는 경향을 자제하고 각 파트의 채점기준에 
보다 집중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점을 보다 분석적으로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것 같다. rubric에 보다 stick to 할 수 
있었다. 

 

4.4.2 채점표에서 항목간 혼란 

 

채점자 2는 학생 10의 작문을 채점할 때 어휘, 문법, 그리고 기술적 영역 

항목 간에 일시적인 혼란을 하여 편향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영

역 항목을 어휘 및 문법 항목에 포함하여 채점한 결과, 기술적 영역 항목에

서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대치보다 관대하게 채점하는 국소적 편

향을 보였다.  

 

발췌 4.12 (세션 2, 채점자 2, 사고구술기법) 

학생 10의 작문: language in use에서는 It is thought our life에
서처럼 틀린 표현이 보이고, He explains justice by this book에
서도 어색한 표현이 있네. grammar에서 수 일치와 대문자 실수 
그리고 전치사의 쓰임이 어색함을 보이고 마지막 mechanics에서
는 grammar와 language in use에서 점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세션 2의 다른 작문을 채점할 때는 기술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85- 

 

채점을 하였고 이후 세션에서도 문법, 어휘 그리고 기술적 영역 항목을 분명

하게 구분하여 채점하고 있다.  

 

발췌 4.13 (세션 3, 채점자 2, 사고구술기법) 

학생 18의 작문: language in use에서는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것 같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표
현도 간혹 있다. grammar는 장소부사구가 문두에 쓰일 때 도치
문장, 전치사의 잘못 선택, be absorbed in의 경우, 그리고 
because of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분을 못하고 있고, 관사 생략
하는 오류가 있고 표현의 variety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mechanics에서는 스펠링 오류, comma 생략 등의 오류가 보인다 

 

 

 

4.4.3 채점표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의 영향 

 

채점자 5의 편향은 다음 세션까지 지속되었는데, 채점자 5의 편향 원인을 

사고구술기법과 채점일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채점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소(도입에 대한 인상, 글의 분량, 특정 단어를 영어로 쓰지 않은 것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도입에 대한 인상, 글의 분량 등이 

채점에 고려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채점표에서 제시한 항목별 기준보

다 채점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이런 간접적인 요소들에 더 영향을 받아 편향

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발췌 4.14 (세션 1, 채점자 5, 사고구술기법) 

학생 4의 작문: 아무래도 영화에 관한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다 
보니깐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응. 
Recently I saw a movie라는 도입부가 되게 전형적이네요. 무난
하긴 하지만 눈을 확 잡아 끌지는 않고요. 
 

 
학생 5의 작문: 응, 이 글은 채점하기는 편한데요. 분량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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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렇지만 아무 느낌도 없고요. 쿵푸팬더를 그냥 한글로 
썼다는 게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영어로, 영어로 쓸려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학생 6의 작문: 이 영화는 앞의 두 학생들에 비해, 훨씬 인상 깊
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 자체로서는 그렇게 뭐, 인상 깊
지는 않지만, 두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군요. 

   

채점자 5는 세션 2에서도 편향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세션 1에서

처럼 여전히 채점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글의 첫 인상, 글의 길이 등에 영향

을 많이 받아 채점표의 세부 항목에 따라 채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췌 4.15 (세션 2, 채점자 5, 사고구술기법) 

학생 7의 작문: 보니깐 길이가 짧습니다. 도입부가 적절하구요.  
 

학생 8의 작문:  글 길이는 길지 않네요. 일단 도입부가 흥미로운
데요. 제가 워낙 이런 식으로 뻔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좋아
해서요. 내용은 신선하긴 한데,  
 

학생 9의 작문: 일단 앞에 있는 두 글에 비해서 긴 길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 문장이 아주 아주 눈에 확, 아주 들어 오는데
요. 좀 꼰 감은 있습니다만, 주장을 흥미롭게 펴고 있네요. 예, 
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네요. 어휘도 좀, 쓸데 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론데요. 이건, 분량이 꽤 길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경향성 때문에 세션 1과 세션 2에서 채점자 편향이 보이고 있다. 오

히려, 세션 1보다 세션 2에서 경향성이 더 강해 진 것처럼 보인다. 물론, 채

점자 5는 편향의 원인에 관한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적용하려 노력은 했으

나 쉽지 않았다고 아래에 기술하고 있다.  

 

발췌 4.16 (세션 2, 채점자 5, 채점일지) 

여전히 저의 채점이 얼마나 타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피드백에 
기술되었던 내용이]실제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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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5는 세션 3에서도, 세션 1과 2에 비해 그 언급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글의 길이나 첫 도입부의 인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췌 4.17 (세션 3, 채점자 5, 사고구술기법) 

학생 14의 작문: 분량이 샘플 1에 비해 작고요. 음, 두 번째 문장
에서 since city has born 이라는 문장이 어법이 틀리지만 도시가 
탄생한 이후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에서 그렇게 와 닿지 않습
니다. 도입부가 좀 별로네요. 도시의 필요성. 도시 없이 살 수 없
다는 내용이 걸리고요. second,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그런 분량에서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학생 15의 작문: 첫 번째 문장이 좋은데요. 그리고 도입부에서도 
좋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진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게 좋았습니다. 환경 오염과 생활방식의 단조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바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준 높은 어휘
들이 많이 쓰였네요. 일단 내용은 잘 썼습니다.  

 

그러나, 아래 발췌에서 보면 채점자 5가 세션 1과 2에서 보였던 채점표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경향성에서 벗어나 채점표에 집중해서 채점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췌 4.18 (세션 3, 채점자 5, 채점일지) 

분량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 부분을 배제하려고 노력했
습니다. 또한 채점 항목별로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4.4.4 요약 

 

지금까지 각 채점자의 편향 원인을 채점 행위의 패턴 별로 표 4.21에 제

시하였다. 채점자 편향 원인으로는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 

채점표에서 항목간 혼란, 채점표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의 영향이었다. 특히,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하는 것 때문에 채점자 편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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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일어났다.  

표 4.21에서 주목할 점은 채점자 편향의 원인의 유형 중에 채점표에서 특

정 항목 중시하거나 경시와 항목간 혼란의 경우에는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받은 후 채점자 편향 원인이 상대적으로 쉽게 바뀌었지만, 채점표에 제시되

지 않은 요소로 인한 채점 편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채점자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내용을 적용하려 했으나,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

으로 여겨진다. 물론, 한 명의 채점자의 채점 특성이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채점표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쓰기 요소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신념

은 쉽게 타협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채점표 외의 요소로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채점자 세션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

였다.  

또한, 원인이 확실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편향의 경우 어휘 및 기술적 

영역 항목에서 발생한 편향이었는데, 비원어민 화자의 경우 어휘 영역에서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기술적 영역 

항목을 다른 채점표의 항목만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표 4.21 

세션 별 채점자 편향 원인 유형 

채점자 세션 1 세션 2 세션 3 

채점자 3 ①   

채점자 9 ④   

채점자 5 ③ ③  

채점자 1  ①  

채점자 2  ①, ②  

채점자 4  ①  

채점자 6  ④  

채점자10   ①  

참고: 채점자 편향의 원인의 유형: ①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 ② 채점표에

서 항목간 혼란, ③ 채점표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의 영향, ④ 확실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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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채점자 편향이 세션이 지남에 따라 소멸된 경

우가 더 많았음을 볼 때 본 연구의 채점자 훈련이 채점자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채점자 편향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인 채점 능력을 향상시키는 채점자 훈련을 실시한 후 편향이 계속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했다(Kondo-Brown, 2002; Schaefer, 2008; 

Shin.Y.,2010). 그러나, 본 연구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맞춤식 채점자 훈련을 

통하여 편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줄어들었다. 이는 

Wigglesworth(1993, 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Wigglesworth(1993, 1994)는 채점자 편향 양상만 보여 주었고 채점자 편향

이 줄어드는 것만 확인했지만,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 양상뿐만 아니라 사고

구술기법 자료를 통하여 채점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아 채점자 편향과 그 원

인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채점자 편향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Wigglesworth(1993, 1994)보다 채점자 편향에 더 특성

화된 채점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소멸되지 않고 다소 

지속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도 파악해 보았으므로 추후 편향 관련 특성화된 

채점자 훈련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표 4.21에서 흥미로운 점은 10명의 채점자들 중 채점자 7과 

8은 어느 세션에도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채점자 개인 배경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점자 7과 8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쓰기 채

점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에세이 관련 작문 수업을 실제 

하고 있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다른 여덟 명의 채점자들과는 달리 모든 세

션을 통하여 편향을 한번도 보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었던 것

으로 여겨진다. 반면, 다른 8명의 채점자들은 모두 채점자 편향을 보였는데 

이는 채점자 훈련이나 채점 경험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

나 세션 1부터 세션 3까지 채점자 훈련을 거치면서 채점자 편향이 전체적으

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채점자 훈련과 채점경험이 채

점자 편향을 줄이는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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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기능  

 

본 연구에서는 각 세션의 채점 결과를 분석하여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에 

대하여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제공했다. 채점자 대상 피드백이 채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채점일지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피드백은 여러 좋은 영향을 채점자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먼저, 피드백의 순기능을 살펴보고 역기능을 

알아보자.  

 

4.5.1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순기능 

 

 채점자 대상 개별적 피드백은 채점의 질을 개선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 

편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채점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 순기능들을 소개한다 

 

1) 편향과 그 원인의 인식 및 적용 

채점자 대상 피드백이 채점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대표적인 것은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알고, 다음 채점 세션에 채점자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다. 아래 발췌를 보면, 채점자 2는 자신이 특정 작문에 

대해서 엄격하게 채점한 사실을 피드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채점자 5는 

채점자 편향의 원인 중의 하나인 분량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 부분을 배

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채점자 4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

고 다음 세션에서 보완하여 채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채점

자 9도 이전 세션에서의 채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로 다음 세션에서 

의식적으로 피드백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췌 4.19 (세션 3, 채점자 2, 채점일지) 

어떤 작문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채점을 하였다는 것을 개인 



-91- 

 

피드백[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런 점을 고려
하여 채점하였을 때 좀 더 채점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았음. 
 
발췌 4.20 (세션 3, 채점자 5, 채점일지) 

분량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 부분을 배제하려고 노력했
습니다. 
 
발췌 4.21 (세션 3, 채점자 4, 채점일지) 

두 번째 채점 결과 피드백[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받고 나서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채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췌 4.22 (세션 2, 채점자 9, 채점일지) 

지난번 1차 때 전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
았고, 평균 점수와 비교해 보니, 특히 vocabulary in use와 
grammar부분에서 1점씩 점수를 더 준 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번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점수를 주
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 채점표에서 간과한 부분 인식 

 

두 번째 순기능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표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된 것이다. 채점자 6은 채점표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을 피드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기록

하고 있다.  

 

발췌 4.23 (세션 3, 채점자 6, 채점일지) 

놓치고 있었던 루브릭의 특정 부분을 언급해 주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 보고 채점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채점 중에도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3) 채점표의 기준 더 적용 

 

 세 번째 순기능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표의 기준대로 더 채점

하게 된 것이다. 채점자 6은 세션 1과 2보다 세션 3에서 더 채점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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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채점하고자 노력했고 채점자 4도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기준을 더욱 적

용하고자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발췌 4.24 (세션 3, 채점자 6, 채점일지) 

1차보다는 2차에서, 2차 보다는 3차에서 더욱 저의 채점 방향과 
[채점표의]기준을 자꾸 되돌아 보고, 더 정확하게 채점하고자 노
력하게 되었습니다. 
 
발췌 4.25 (세션 2, 채점자 4, 채점일지) 

피드백을 머리 속에 생각하며 [채점표의]채점기준을 더욱 적용하
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4) 채점표의 항목별 집중 

 

네 번째 순기능은 채점표의 각 항목들에 주의를 균등하게 기울이게 된 것

이다. 채점자 5는 채점표 항목별로 더욱 신경을 썼다고 했고 채점자 10은 

각 파트의 채점기준에 보다 집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발췌 4.26 (세션 3, 채점자 5, 채점일지) 

채점 항목별로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발췌 4.27 (세션 2, 채점자 10, 채점일지) 

첫 번째 채점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rubrics을 따르는 채점
을 하려고 좀더 노력을 했고, whole rating하는 경향을 자제하고 
각 파트의 채점기준에 보다 집중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
점을 보다 분석적으로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것 같다. 

 

5) 쓰기 샘플 분석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자들은 채점표뿐만 아니라 쓰기 샘플들

을 더 주의 깊게 분석하게 되었다. 채점자 4는 피드백을 통하여 더 쓰기 샘

플을 더욱 오래 보고 분석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채점자 6은 샘플을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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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4.28 (세션 2, 채점자 4, 채점일지) 

[피드백을 통하여]지난번 채점과 달라진 점은 더욱 더 샘플 문항
을 더욱 오래 보고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발췌 4.29 (세션 2, 채점자 6, 채점일지) 

피드백을 받고 다른 채점자들의 점수에 맞춰 간다는 생각을 하면
서 채점을 하다 보니 글을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고. 

 

6) 채점의 방향 제시 

  

여섯 번째 순기능으로는 전체적인 채점의 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된 것

이다. 아래 채점자 6은 피드백으로 인해 다음 세션에서 채점의 전체적인 방

향을 잡고 채점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발췌 4.30 (세션 3, 채점자 6, 채점일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채점자 대상 
피드백이 없었다면 전체적인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피드
백이 있어서 새롭게 이번 차시를 시작할 때 큰 방향을 잡고 나아
갈 수 있었습니다.  

 

7) 채점의 자신감 향상 

  

피드백은 채점자의 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채점에 자신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채점자 4는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

다고 했고 채점자 6과 8도 자신감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췌 4.31 (세션 3, 채점자 4, 채점일지) 

채점 결과 피드백을 보면서 채점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고요. 기준표를 꼼꼼히 잘 보면서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확
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발췌 4.32 (세션 3, 채점자 6, 채점일지) 

피드백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점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
각과 방향이 맞추어 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 번으로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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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더 채점을 하게 된다면 [다른 채점자들의]평균점에 더 잘 도
달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발췌 4.33 (세션 3, 채점자 8, 채점일지) 

피드백에서 채점자 편향이 발견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좀더 자
신감 있게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좀더 심리적으로 자신
감 있게 채점을 할 수 있었고, 채점이 계속될수록 글 주제에 대
해서 매우 익숙해서 채점이 좀더 쉬워지는 심리적 느낌[이 들었
다]. 
 

8) 채점자로서 자질 숙고 

 

 마지막으로 파악된 순기능은 채점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채점자 5는 채점에서 무엇이 필

요한지를 생각하였고 채점자 2는 채점에 관한 실력 배양에 힘쓸 것을 배우

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췌 4.34 (세션 3, 채점자 5, 채점일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통하여] 채점자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지 생각해봤습니다. 
 
발췌 4.35 (세션 3, 채점자 2, 채점일지) 

신뢰성 있는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 배양에 힘써야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5.2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역기능 

 

다음으로는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역기능으

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었다.  

 

1) 일관성에 일시적 혼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이 채점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은 

채점자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어 혼란스럽게 한 점이다. 아래 발췌에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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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6은 자신의 채점 관점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채점자 5도 피드백 내용에 대해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웠다

고 언급하고 있다.   

 

발췌 4.36 (세션 3, 채점자 6, 채점일지) 

지난 번에 채점한 내용들[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여러 번 되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을 너무 고려하여 제 자신의 
채점 관점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
다. 
 
발췌 4.37 (세션 2, 채점자 5, 채점일지) 

지난 1차 채점보다 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피드백을 보고 변별
력 있는 채점이 요구된다는 말에 더욱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점
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관성이 흔들리는 문제는 Lumley(2002, 2005)가 주장했던 채점표의 기

준을 샘플 문항에 적용하려 했을 때, 채점자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

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채점표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채점표에 더 집중하라는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채점 신뢰도에 대한 우려 

  

다음은 채점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이다. 채점자 9는 채점 시 채점자 

편향의 출현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하였고 채점자 1도 자신의 채점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발췌 4.38 (세션 3, 채점자 9, 채점일지) 

세션 3에서도 마찬가지로 편향 없이 잘 채점할 수 있을까 걱정하
면서 채점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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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4.39 (세션 3, 채점자 1, 채점일지) 

세션 2 결과, 약간 점수를 짜게 주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내용∙
조직] 을 후하게 주려 하였는데,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았
을까 걱정됩니다. 

 

3) 피드백 반영의 어려움 

 

세 번째의 역기능은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피드백을 준 

것이 그 피드백 적용에 어려움을 던진다는 사실이다. 채점자 5는 채점자 편

향과 그 원인에 관한 정보를 받고 적용하려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말하

고 있고 채점자 1도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다.  

 

발췌 4.40 (세션 2, 채점자 5, 채점일지) 

여전히 저의 채점이 얼마나 타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채점자 대
상 피드백의내용에서]‘엄격하다’는 언급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았
습니다. 
 
발췌 4.41 (세션 3, 채점자 1, 채점일지)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할 때]다른 부분은 고정하고, 
이 부분만 바꾸어야 했던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채점자 대상 피드백 기능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채점자 훈련 시에 채점자 대상 피드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

재함을 고려하여, 순기능은 최대한 늘리고 역기능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

을 연구하여 채점자 훈련 시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모두 채점자의 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순기능으로서의 내적인 영향은 채점의 

자신감 향상과 함께 채점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반면, 역기능으로서의 내적인 영향은 채점의 일시적 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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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채점 결과에 대한 지나친 우려이다.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채점

자의 내적인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점자 대상 피드백은 채점자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생

각하게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Wallace(1991)는 전문적 교육과 발달

과 관련된 숙고형 모형에서 교사 연수 시 반복적인 훈련보다 특정 지식과 기

술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훈련 과정에서 숙고(reflection)의 기

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채점자 대상 피드백은 이

전 세션에서의 채점 결과에 대해서 채점자 자신의 채점 행위를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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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밝히고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

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을 논의한다. 

 

5.1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반적, 부분적, 국소적 편향이 세션 별로 나타났지만 채점자 훈련 

세션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채점자 편향 원인으로는 채점

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 채점표에서 항목간 혼란, 채점표에 제

시되지 않은 요소의 영향 등이었다. 이 가운데 채점표에서 특정 항목을 중시

하거나 경시하는 것 때문에 채점자 편향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둘째,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에 관한 채점자 대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채

점자 편향과 그 원인이 소멸된 경우와 지속된 경우가 있었다. 소멸된 경우는 

채점자 편향의 원인이 채점표의 특정 항목을 중시하거나 경시, 그리고 채점

표 항목 간 혼란인 경우였다. 이 두 원인으로 인한 채점자 편향은 상대적으

로 쉽게 교정이 되었다. 그러나, 채점표 외 요소에 의해 발생한 채점자 편향 

원인은 채점자 대상 피드백으로도 쉽게 교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더 지

속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채점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쓰기 관련 특정 요소

에 대한 채점자의 개인적 가치와 신념이 채점표의 기준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쉽게 타협할 수 없는 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채점자 대상 피드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었다.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많았고,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채점자 내적인 부분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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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채점자 훈련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좀더 세심하

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순기능 중 채점자 자신의 

채점 행위를 숙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채점자 대상 피드백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에 맞추어 채점자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결과

적으로 채점의 일반적인 특성들도 세션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먼저, 채점자의 내적 일관도는 채점 세션이 지남이 따라 향상되었고,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엄격함의 편차도 채점자 훈련을 거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좁혀졌다. 그리고 채점자의 관대함 경향은 세션이 지남이 따라 

관대함과 엄격함의 균형을 이루는 0에 가까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0.80수준에 가까운 수치로 세션 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안정성을 보였다.  

다섯째, 10명의 채점자 중 채점자 7과 8이 채점자 훈련의 모든 세션에서 

채점자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채점자의 채점자 훈련 및 에세이 

채점 경험과 더불어 현재 에세이 관련 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채점자 훈련을 교사 연수 시에 반복해서 실

시하거나 현재 쓰기 교육에서 에세이 교수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경험이 채점

자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을 이론적 측면, 연구 방법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

에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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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이론적 측면 

 

본 연구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채점자 편향 연구는 그 결과의 양상만을 주로 분석하였고, 

원인을 함께 분석한 선행연구도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채점자의 개인 배경에

서 주로 찾으려 했다. 본 연구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서 편향의 원인을 찾

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채점자들의 개인 배경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채

점 행위에 따라 편향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채점자 편향은 채점자 훈련을 통해서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예, Kondo-Brown, 2002)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채

점자 훈련에서 채점자 편향 원인에 관한 맞춤식 채점자 대상 개별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편향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다. 즉, 채

점자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점자 훈련 방식을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채점 전문 능력을 개발하려는 채점자 훈련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시도한 사고구술기법과 채점일지 등의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채점 과정

에서 나타나는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찾아 내어 채점자 훈련 초기부터 피드

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채점자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제공하는 채점자 대상 피드백의 순

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살펴보고 채점자의 내적 반응까지 살펴봄으로써, 채점

자 훈련 시 제공할 있는 개별 피드백에 효과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5.2.2 연구 방법적 측면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최근의 채점자 편향의 연구가 양적 분석 방법에만 제한 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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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본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채점자 편향에 대

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즉, 채점자 편향 원인을 채점 행위에서 찾아 

분석할 수 있었다. 이 때 사고구술기법과 채점일지가 유용한 자료였다.  

둘째, 채점자 편향 연구가 주로 상호 작용에 의한 부분적 편향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본 연구는 전반적 편향과 국소적 편향까지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채점자 편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이다.  

셋째, 그 동안의 채점자 연구가 일회성 채점을 관찰하는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여러 세션에 걸쳐 훈련을 함으로써 채점자 편향의 추이를 시간을 두

고 파악하려 했던 점이다.  

  

5.2.3 실제적 측면 

 

본 연구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채점 모

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채점자 훈련 실시할 때 채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점 과정에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

써 각 채점자에게 맞춤식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좀 더 효과적인 채점자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채점자 편향 중 상대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이 채점표 외의 요소의 영향에 있었는데, 채점자 훈련 중에 각 채점

자들이 채점표의 쓰기 능력의 세부 항목에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돕고, 채점

자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채점표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채점자 훈련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제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채점자 훈련과 채점 경험이 채점자 편향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함을 볼 때,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연수에서 직접 쓰기 평가를 

위한 채점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

점자 훈련 방법은 편향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결과적으로 채점에서 

다른 중요한 특성들까지 향상되는 것을 볼 때, 채점자 훈련 시 개인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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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피드백의 사용이 전체적인 채점 전문성 신장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본 연구는 연구의 설계, 진행, 분석, 해석 등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이들 한계점을 넘어서 새로운 연구를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 원인을 채점자의 채점 행위에서 찾으려 하였

다. 따라서, 채점자의 개인 배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추후 연구에서는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둘째, 사고구술기법 도입으로 인해 채점자들이 세션 별로 제한된 수의 샘

플을 채점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샘플 수를 늘려서 앞에 

몇 개의 샘플 채점 시에만 사고구술기법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

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채점자 편향 원인을 채점자의 채점 행위에서 찾으려 하였

다. 즉, 패턴화된 채점 행위에서 채점자 편향 원인을 찾았고 그 이면의 채점

자의 신념 부분까지는 깊게 분석을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채점 

행위뿐만 아니라 왜 그런 채점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심층 개별 인터뷰

를 통해 채점자 편향의 근원까지 살펴본다면 채점자 편향 원인에 대한 더 깊

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규모의 표준 시험에서 시행하는 채점자 훈련에 비해서 본 연구의 

채점자 훈련 규모는 작고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채점자의 채점 시간이나 장소 

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녔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준 

시험의 채점자 훈련과 병행하여 채점자 편향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채점자 편향과 그 원인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과 같은 EFL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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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점자 편향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채점자 훈련의 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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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특성 채점표 (Lloyd-Jones, 1977, p.111) 

 

 
 

 

 

Directions: Look carefully at the picture. These kids are having fun jumping 

on the overturned boat. Imagine you are one of the children in the picture. Or 

if you wish, imagine that you are someone standing nearby watching the 

children. Tell what is going on as he or she would tell it. Write as if you were 

telling this to a good friend, in a way that expresses strong feelings. Help 

your friend FEEL the experience too. Space is provided on the next three 

pages.  

 

NAEP Scoring Guide: Children on Boat 

Background 

Primary Trait. Imaginative Expression of Feeling through Inventive 

Elaboration of a Point of View. 

 

Final Scoring Guide 

ENTIRE EXERCISE 

0 No response, sentence fragment  

1 Scorable  

2 Illegible or illiterate 

3 Does not refer to the picture at all  

9 I don’t’ know 

 

USE OF DIALOGUE 

0 Does not use dialogue in the story 

1 Direct quote from one person in the story. The one person may talk more 

than once. When in doubt whether two statements are made by the same 

person or different people, code 1. A direct quote of a thought also counts. 

Can be in hypothetical tense. 

2 Direct quote from two or more persons in the story. 

 

POINT OF VIEW 

0 Point of view cannot be determined, or does not control point of view. 

1 Point of view is consistently one of the five children. Include “If I were one 

of the children…” and recalling participation as one of the children. 

2. Point of view is consistently one of an observer. When an observer joins 

the children in the play, the point of view is still “2” because the observer 

makes a sixth person playing. Include papers with minimal evidence even 

when difficult to tell which point of view is being taken.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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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총체적 채점표(Hyland, 2007, p.228) 

 

 

 

 

 

 

 

 

 

 

Grade Characteristics 

A The main idea is stated clearly and the essay is well organized and 

coherent. Excellent choice of vocabulary and very few grammatical 

errors. Good spelling and punctuation.  

B The main idea is fairly clear and the essay is moderately well 

organized and relatively coherent. The vocabulary is good and only 

minor grammar errors. A few spelling and punctuation errors.  

C The main idea is indicated but not clearly. The essay is not very well 

organized and is somewhat lacking in coherence. Vocabulary is 

average. There are some major and minor grammatical errors 

together with a number of spelling and punctuation mistakes.  

D The main idea is hard to identify or unrelated to the development. 

The essay is poorly organized and relatively incoherent. The use of 

vocabulary is weak and grammatical errors appear frequently. There 

are also frequent spelling and punctuation errors.  

E The man idea is missing and the essay is poorly organized and 

generally incoherent. The use of vocabulary is very weak and 

grammatical errors appear very frequently. There are many spelling 

and punctu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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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분석적 채점표(Jacobs et al., 1981, p.116) 

 
SCORE LEVEL CRITERIA COMMENTS 

C
O

N
T

E
N

T
 

30-27 EXCELLENT TO VERY GOOD: knowledgeable  substantive  
 through development of thesis  relevant to assigned topic 

 

26-22 GOOD TO AVERAGE: some knowledge of subject  adequate range 

 limited development of thesis ∙mostly relevant to topic, but lacks detail 

 

21-17 FAIR TO POOR: limited knowledge of subject  little substance 

 inadequate development of topic 

 

16-13 VERY POOR: does not show knowledge of subject  non-substantive 

 not pertinent  OR not enough to evaluate 

 

O
R

G
A

N
IZ

A
T

IO
N

 

20-18 EXCELLENT TO VERY GOOD: fluent expression  ideas clearly 

stated/supported  succinct  well-organized  logical sequencing 

cohesive 

 

17-14 GOOD TO AVERAGE: somewhat choppy  loosely organized but main 

ideas stand out  limited support  logical but incomplete sequencing 

 

13-10 FAIR TO POOR: non-fluent  ideas confused or disconnected  lacks 

logical sequencing and development 

 

9-7 VERY POOR: does not communicate  no organization  OR not enough 

to evaluate 

 

V
O

C
A

B
U

L
A

R
Y

 

20-18 EXCELLENT TO VERY GOOD: sophisticated range  effective 

word/idiom choice and usage  word form mastery  appropriate register 

 

17-14 GOOD TO AVERAGE: adequate range  occasional errors of 

word/idiom form, choice, usage but meaning not obscured 

 

13-10 FAIR TO POOR: limited range  frequent errors of word/idiom form, 

choice, usage  meaning confused or obscured 

 

9-7 VERY POOR: essentially translation  little knowledge of English 

vocabulary, idioms, word form  OR not enough to evaluate 

 

L
A

N
G

U
A

G
E

 I
N

 U
S

E
 

25-22 EXCELLENT TO VERY GOOD: effective complex constructions  few 

errors of agreement, tense, number, word order/function, articles, 

pronouns, prepositions 

 

21-18 GOOD TO AVERAGE: effective but simple constructions  minor 

problems in complex constructions  several errors of agreement, tense, 

number, word order/function, articles, pronouns, prepositions but 

meaning seldom obscured 

 

17-11 FAIR TO POOR: major problems in simple/complex constructions 

 frequent errors of negation, agreement, tense, number, word 

order/function, articles, pronouns, prepositions and/or fragments, run-

ons, deletions  meaning confused or obscured 

 

10-5 VERY POOR: virtually no mastery of sentence construction rules 

 dominated by errors  does not communicate  OR not enough to 

evaluate 

 

M
E

C
H

A
N

IC
S

 

5 EXCELLENT TO VERY GOOD: demonstrates mastery of conventions 

 few errors of spelling, punctuation, capitalization, paragraphing 

 

4 GOOD TO AVERAGE: occasional errors of spelling, punctuation, 

capitalization, paragraphing but meaning not obscured 

 

3 FAIR TO POOR: frequent errors of spelling, punctuation, capitalization, 

paragraphing  poor handwriting  meaning confused or obscured 

 

2 VERY POOR: no mastery of conventions  dominated by errors of 

spelling, punctuation, capitalization, paragraphing  handwriting illegible 

 OR not enough to eval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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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표 

 

 

Content 

Logical 

development of 

ideas. Main 

ideas, supporting 

ideas, and details 

Organization 

The sequence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Use of 

cohesive devices 

Language in 

use 

choice and 

range of 

vocabulary 

Grammar 

Sentence-

level 

structure 

Mechanics 

Punctuation/ 

Spelling/Capitalization 

5 

Effectively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clearly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effectively used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 use of 

idioms 

No errors, full 

control syntactic 

variety 

Mastery of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Fairly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adequately used 

Relatively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Almost no errors, 

good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3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Loosely organized and 

incomplete sequencing, 

cohesive devices may be 

absent or misused 

Adequ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but some misuse 

of vocabulary or 

idioms 

Some errors, fair 

control syntactic 

variety 

Fair number of spelling and 

punctuation, capitalization 

errors 

2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using 

in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deas are disconnected 

and lack of logical 

sequencing inadequate 

order of ideas 

Limited range of 

vocabulary,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variety 

Frequent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1 

Questionable 

responsiveness to the 

topic and task with 

using no detail or 

irrelevant explanations 

No organization and no 

use of cohesive devices 

Very limited 

vocabulary, very 

poor knowledge of 

idioms 

Severe and 

persistent errors, 

no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No control over spelling and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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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채점을 위한 준비 

 

 

Content 

Logical 

development of 

ideas. Main 

ideas, supporting 

ideas, and details 

Organization 

The sequence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Use of 

cohesive devices 

Language in 

use 

choice and 

range of 

vocabulary 

Grammar 

Sentence-

level 

structure 

Mechanics 

Punctuation/ 

Spelling/Capitalization 

5 

Effectively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clearly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effectively used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 use of 

idioms 

No errors, full 

control syntactic 

variety 

Mastery of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Fairly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adequately used 

Relatively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Almost no errors, 

good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3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Loosely organized and 

incomplete sequencing, 

cohesive devices may be 

absent or misused 

Adequ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but some misuse 

of vocabulary or 

idioms 

Some errors, fair 

control syntactic 

variety 

Fair number of spelling and 

punctuation, capitalization 

errors 

2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using 

in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deas are disconnected 

and lack of logical 

sequencing inadequate 

order of ideas 

Limited range of 

vocabulary,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variety 

Frequent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1 

Questionable 

responsiveness to the 

topic and task with 

using no detail or 

irrelevant explanations 

No organization and no 

use of cohesive devices 

Very limited 

vocabulary, very 

poor knowledge of 

idioms 

Severe and 

persistent errors, 

no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No control over spelling and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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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채점에서 사용하실 채점표입니다. 5 개의 영역에서 1 부터 5 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십니다. 본 채점표는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2. 이미 채점된 4 개의 샘플들(40 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채점자 

훈련을 받은 후 채점한 결과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각 영역의 평균치 결과입니다)을 보고, 대략 

점수대를 파악하십니다. 
 

Sample 1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4 5 4 3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effectively used 

Relatively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Some errors, fair 

control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agree tha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First, cities have a great public 

transportation. Every transportations-like bus, taxi, subway, train, airplane-is in 

the city. And also, cities have professional transportation manager. They can 

make, fix and upgrade the transportations. So, we can use them comfortably. 
Second, cities are good to educate our children. Cities have schools, academies, 

and colleges. They also have great teachers and education system. Therefore, 

cities can educate our children easily, and completely. finally, we can meet 

people easily in the city. we can use the cellular phone and computer easily. 

Most importantly, many people are live in the city. We can feel love of our 

neighborhood, friends and families. Conclusionly, I think that cities have good to 

live because of great tansportation, great education system, and great people.  
 

Sample 2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3 3 2 2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Loosely 

organized and 

Limited range of 

vocabulary,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Few errors in 

spell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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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ncomplete 

sequencing, 

cohesive devices 

may be absent or 

misused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variety punctuation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agree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First, the cities are good public 

transportation. Good public transportation is move convenient. Second, the 

cities have many good amenities. Many good amenities are convenience and 

helps. Finally, the cities have useful information. It's many helps in life. So, I 

agree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Sample 3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2 2 2 2 4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using 

in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deas are 

disconnected and 

lack of logical 

sequencing 

inadequate order 

of ideas 

Limited range of 

vocabulary,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read). Men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a movie called Sunny. The movie was based on 7 girls who have met in 

high school 
The background of the movie took place in our parent's generation. The main 

story of this movie is 'friendship'. It was very fun and I love this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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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4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4 4 5 4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Fairly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adequately used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Almost no errors, 

good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read). Men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After final exam, I read 'Bad Smaritans'. The author emphasizes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I was so impressed that. Because I feel 

interest in Economics. The author say wealthy countries - especially U.S etc- 

force developing countries to do free trade is to expel in market. Also, if 

developing countries were continuously driving neoliberalism 'Bad Samaritans' 

like, the futur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 dark, Actually U.S or U.K 

didn't succeed into neoliberalism but protection. As 'Bad Samaritans' forced 

developing countries to do free trade, many problems appear. That's because the 

budgets press the governments. Developing countries depend on customs but 

because of free trade, customs reduce. So the governments reduce the essential 

field-welfare etc-. That have a bad influence upon long economies. Because of 

the book, I thought bad influences of free trade and occurred to a new angle 

about that.  

 

3. 다음 두 편의 샘플을 동일한 채점표를 사용하셔서 채점하신 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채점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서 본 연구에서 부여할 점수대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Sample 5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want you to know that living in the city is not good. I disagree living in the city. 

Because, there are so many problems about us. Polluting, heath problem, 

oppressive atmosphere. I want to introduce these problems. First, you have to 

know that cities are polluted places. There are many factories where they 

discharge painted materials. So there are river pollutions, air pollu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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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Secondly, our health problems from pollution. 

Todays, we have many serious dieases. Forexamle, cancer, diabet, internal 

hemorhage, etc. There are all cause of city's environmental pollution, In country, 

we don's have to worry about these. Most importantly, living in the city feels 

oppressed! many people work very hard and spend busy days. Sometimes, 

people don't know their next door, until they have lived their houses for 5 years. 

There are many mercilless people and high buildings in city. Finally, I show you 

most important three problems about living in the city. City is polluted, not good 

for our health, and an oppressive atmosphere place. so, I disagree that living in 

the city.  
 

 

Sample 6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read). Men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have read a book, "So Much To Tell You." Its basic story is this : One girl 

wrote about her daily life, her friends, and family. she had bad experience that 

ther father made her face wrinkled. Since it happened, she haven't talked, and 

gotten along with friends in her class. Nonetheless, they tried to close to her. 

Then, she opened her mind and become to get along with them.  The most 

impressive of the book is that she met her father again. In her first diary, it was 

filled with hate of father. But after a while, she missed him and plan to go to him.  
After I read the book, I thought that I want to write m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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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Sample 5 5 4 5 4 4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Sample 6 3 4 3 3 4 

 

 

 

 
4. 본 채점의 마지막 준비단계로서 채점을 하실 때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입으로 되내이는 연습입니다. 영작문 파악, 채점표 적용에 관한 생각 

등 채점과 관련된 어떤 생각이든 많이 말씀하실수록 본 연구의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연습하실 때, 스마트폰이나 MP 3 를 이용하셔서 

녹음을 해보시고, 음질을 꼭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영작문 샘플을 훈련하시기 전에, 다음 수식을 계산하실 때 

머릿속의 계산을 입으로 내되이는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산문제: 21+24+35+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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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영작문 샘플을 채점하실 때 생각되시는 것을 실제 입으로 되 

내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read). Men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a movie called Sunny. The movie was based on 7 girls who have met in 

high school 
The background of the movie took place in our parent's generation. The main 

story of this movie is 'friendship'. It was very fun and I love this movie.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채점의 예비 단계를 끝 마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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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세션 1 자료 

1. 본 채점표는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 

Logical 

development of 

ideas. Main 

ideas, supporting 

ideas, and details 

Organization 

The sequence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Use of 

cohesive devices 

Language in 

use 

choice and 

range of 

vocabulary 

Grammar 

Sentence-

level 

structure 

Mechanics 

Punctuation/ 

Spelling/Capitalization 

5 

Effectively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clearly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effectively used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 use of 

idioms 

No errors, full 

control syntactic 

variety 

Mastery of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Fairly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adequately used 

Relatively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Almost no errors, 

good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3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Loosely organized and 

incomplete sequencing, 

cohesive devices may be 

absent or misused 

Adequ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but some misuse 

of vocabulary or 

idioms 

Some errors, fair 

control syntactic 

variety 

Fair number of spelling and 

punctuation, capitalization 

errors 

2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using 

in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deas are disconnected 

and lack of logical 

sequencing inadequate 

order of ideas 

Limited range of 

vocabulary,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variety 

Frequent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1 

Questionable 

responsiveness to the 

topic and task with 

using no detail or 

irrelevant explanations 

No organization and no 

use of cohesive devices 

Very limited 

vocabulary, very 

poor knowledge of 

idioms 

Severe and 

persistent errors, 

no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No control over spelling and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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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6 편의 영작문을 채점해 주십시요. 채점하실 때는 집중하시기 좋게 

가급적 조용한 곳으로 정하시고 스마트폰이나 MP3 를 사용하셔서 

채점하시면서 생각되시는 내용들을 녹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이라도 일단 많이 말씀해 주실수록 본 

연구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에 각 영역별 점수를 기입하신 후 및 본 문서 맨 뒷장에 있는 

채점소감을 적으신 후 이 파일을 재저장하셔서 채점 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과 함께 연구자메일 (psalm103@snu.ac.kr)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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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샘플 영작문들은 학생들이 쓴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 6 개의 샘플을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해 주십시오.  

Sample 1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First, 

good public transportation is always provided in the cities. People can go 

wherever they want in a few minutes, which is very speedy and convenient 

medical treatment because there are so many hospitals in the city. So they can be 

treated as soon as possible. Last, active mutuality is provided around the city. In 

the cities, people can meet a variety of people. In conclusion,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Sample 2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There are many people live in the cities. Some people say that they like to live in 

cities because of good public transportation or education. But some people say 

that countries are better place to live. I think that countrysides are better places to 

live in than cities. First, countrysides have clear environment. We can feel the 

great nature. It means that they can raise their children in safer environment. In 

cities there are a lot of danger. For example, car accident, air pollution, robbery, 

subway accident. Also, while city children go to academy, country students can 

study in friendly class and feel more things, and nowadays, government give 

support to countryside schools. So, education is better than before. Therefore,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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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3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There are 

three reasons why I think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First, cities have more 

good public transportation than the country. Good public transportation give us 

much conveniences. We can move around by bus or subway easily. Most of us 

have bus stops and subway stations near our town. So we can use these public 

transportation anytime we want. However, the country have poor public 

transportation. There are few bus stops or subway stations in the country. So It’s 

very uncomfortable to move around places where they want to go. Second, cities 

have many developed facilities. For example, hospitals and department store is 

more developed than the country. They use more developed techniques to cure 

patients. And they sell more high quality products and have lots of kind than a 

department store in the countries. The country people can have disadvantages in 

treatment or in some others. Third, Cities have more opportunities for learning 

than the country. These days, education is really important part of people’s lives 

so it is essential to learn lots of thing to the utmost. But people in the country 

have less opportunities for learning, so they can disadvantageous in the part of 

learning than people in the city. In conclusion, cities have good public 

transportation, developed fac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learning than the 

country. So I think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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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4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Recently, I saw a movie, 'Pride and Prejudice.' Its original book is one of world 

classics, written by Jane Austen in 1813. The basic story is about the process of 

having marriage between Darcy and Elizabeth. Darcy prides himself and 

aristocrat. On the other hand, Elizabeth's family is a middle social rank. Because 

her first impression of Darcy was very rude, she prejudiced him. Although his 

proposal was rejected by Elizabeth, his love for her was persistent and fervant. 

This touched her heart. As you can see, the main characters of this movie are 

Darcy and Elizabeth. She is a pretty and lively girl. Darcy is always serious and 

intelligent as well as wealthy. Although such situation might be only imaginary, 

I have deeply impressed. Darcy's proposal. "I have struggle so long to control my 

feelings. But I can't. I love you." 

 

 

Sample 5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very funny and impressed movie recently. It is 쿵푸팬더. 쿵푸팬더 is 

the movie’s name and main character’s name. One day the village where the 

panda lives was attacked by wolves. So the panda went the wolves’ village with 

his friends. He and his friend fought there. When they had been lost the fight, the 

panda’s teacher emphasized “inner peace”. So the panda and his friend won the 

fight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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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6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d like to talk about a movie “Haeundae”, which was very impressive to me. It’s 

a story about people, love, and it shows us what the most precious values are. 

Mansik is one of the residents living in Haeundae, and he is supposed to marry 

Yeonhee, who also lives in the town. Meanwhile, a geologist working in 

International Maritime Institute Kim Hui, who divorced with his wife and parted 

from his own daughter, finds out that the situation surrounding Daemado and the 

East Sea is similar to that of tsunami in Indonesia that occurred five years before. 

He constantly warns that possibility of tremendous tsunami but his warnings are 

played down by government officials of Korea. But as Kim expected, a colossal 

tidal wave hits the coast of Haeundae. In this catastrophe, people lose their 

families, friends, loves, and the lives of themselves. It is at the middle of the 

disaster that true love between couples, friends, families, and even the whole 

people came out and touched the hearts of audiences. I was deeply moved when 

a rescue worker cut the safety rope and killed himself in a bid to save a person’s 

life. I want to give a big hand to his spirit of sacrifice. And I was also impressed 

when Kim Hui told his daughter that he was her father. I think that this movie is 

so fantastic that it is worth gaining 10 million spectators. And I believe that the 

film made a great success due to its high-quality plot despite the blemish of CG 

technology, I hope Korean movie industry develops further upon this opportunity.  

 

 
채점 소감(아래에 자유롭게 타이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반적인 채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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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했을 때 어려웠던 점 

 

 

 

 

 

 

 

 
이상으로 세션 1의 6개의 영작문 채점이 끝나셨습니다. 매우 감사 드

립니다. 약 1~2주 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채점하신 결과에 대한 개인

별 피드백과 함께 세션 2의 6개의 영작문채점을 동일한 방법으로 진

행하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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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세션 2 자료  

 

1. 본 채점표는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 

Logical 

development of 

ideas. Main 

ideas, supporting 

ideas, and details 

Organization 

The sequence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Use of 

cohesive devices 

Language in 

use 

choice and 

range of 

vocabulary 

Grammar 

Sentence-

level 

structure 

Mechanics 

Punctuation/ 

Spelling/Capitalization 

5 

Effectively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clearly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effectively used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 use of 

idioms 

No errors, full 

control syntactic 

variety 

Mastery of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Fairly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adequately used 

Relatively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Almost no errors, 

good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3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Loosely organized and 

incomplete sequencing, 

cohesive devices may be 

absent or misused 

Adequ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but some misuse 

of vocabulary or 

idioms 

Some errors, fair 

control syntactic 

variety 

Fair number of spelling and 

punctuation, capitalization 

errors 

2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using 

in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deas are disconnected 

and lack of logical 

sequencing inadequate 

order of ideas 

Limited range of 

vocabulary,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variety 

Frequent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1 

Questionable 

responsiveness to the 

topic and task with 

using no detail or 

irrelevant explanations 

No organization and no 

use of cohesive devices 

Very limited 

vocabulary, very 

poor knowledge of 

idioms 

Severe and 

persistent errors, 

no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No control over spelling and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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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6 편의 영작문을 채점해 주십시요. 채점하실 때는 지난 번 처럼 

스마트폰이나 MP3 를 사용하셔서 채점하시면서 생각되시는 내용들을 녹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샘플 별로 따로 따로 해주시면 분석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이라도 일단 많이 

말씀해 주실수록 본 연구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선생님의 전반적인 채점 방법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샘플의 내용, 그리고 채점표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각 영역별 점수를 기입하신 후 및 본 문서 맨 뒷장에 있는 

채점소감을 적으신 후 이 파일을 재저장하셔서 채점 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과 함께 연구자메일 (psalm103@snu.ac.kr)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아래 샘플 영작문들은 학생들이 쓴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 

6 개의 샘플을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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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Throughout the 21th century, cities have been developed a lot. That made us choose 

where to live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I would choose the country to live with 

several reasons. First I can avoid pollution produced by many cars and factories in the 

city. Similarly, I can keep apart from noise in the city. Pollutions and noise get on our 

nerves as well as harm our health. Another reason is citizen’s busy life. Busy life cause 

uneasy mind. As a result, stress and pollution will shorten our lives. According to these 

reasons, I will live in countries to keep my body and mind health.  

 

 

Sample 2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What I want to talk at first is the fact that I am living in City, Seoul, And What I want to 

talk next is the fact that I lived in a rural, Jeju Island. I feel better when I’m in rural. 

there are good aspects. Since I lived in Island, I was playing with my friends in 

mountain and field. So I have many funny memories when I was young. I didn’t have 

worry about Study, Score. We are just happy together. And there was my friend to me. 

So her family and my family are very close and we often go picnic together. However, 

after I moved to Seoul, I don’t know my next door. And I have to study hard and 

compete with friend. Also I can’t play at mountain, vival and nature. So I’m really 

missing my childhood and want to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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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3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Nowadays, as individuals’ levels of dwelling increases, interests in dwelling places have 

been on the rise.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locations of where to live. 

Some say rural areas are more apt to living. However, I firmly believe that cities are the 

best places to dwell in. First, cities have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Contrast to 

rural areas, people in cities can easily go to other places. Individuals can move through 

vehicles such as subway, taxi, bus and other means. Therefore, people can reach other 

places in such a short time. Next, cities obtain more career opportunities.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se days are wars of getting employed for the young 

generation compared to countryside, Cities have more resources and investment. Thus, 

the majority of business takes place in populated areas, which give a copious amount of 

opportunities of job employment. There is an old saying that ‘happiness is deeply rooted 

in satisfaction of our basic needs.’ In this perspective, food is deep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what we eat can strongly affect our emotions, living styles, and other living factors. 

City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meet. Due to this trait of city, lots of restaurants and 

various food is made and sometimes created in cities. Hence, people living in cities can 

better indulge in various types of food, which can entertain a lot of people. To sum up, 

city is a much more convenient place to live in than countries in many aspects. Cities 

have better transportation system, job opportunities, and various food selection. 

 

Sample 4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read “what is Justice?”This book tell us about morality, Liberalism and philosophy. 

This book was written by Michael J. Sandal. He explain justice by this book. It include 

many stories. It is thought 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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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5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My final exam is ended and vacation is coming. So my classmates bring many movies. 

Among them the lastest movie is ‘School of Rock’. The main character of this movie is 

Jack Black. He had no job. And he lived in his friend’s house. So his friend wanted him 

to get a job. And finally he got a job instead of him. He became teacher even though he 

had been rock singer. So he began to teach children rock. He decided to do rock 

completion with their children. There were some obstacles, students’ parents, principal. 

And at last he is arrested by policeman but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and touched. 

And students like it. So their rock band became one of club actavities. It’s happy ending. 

I was very impressed because I want to be a teacher. I believe this power to change 

children. Even though his act is illegal, I like it cause it makes students funny and a 

chance to express their emotion. Through them they became happy. And he will be 

happy with them. I really liked the circumstance that they can rock in school and wanted 

to be zealous teacher like him.  

 

Sample 6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a movie called ‘trueman show.’ It’s about a man (Jim carrey) born and living as a 

main character of a drama. It means that he was a drama character since he was born. 

His whole life has been watched by th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world 

around him is all a ‘drama set’. He of course, never realized that he was living in a fake 

world. And then one day, his dead dad appears in front of him, and that’s when he 

realized that something is wrong. It all turns out that his wife, best friend, neighbors are 

all actors of the ‘trueman show.’ He finally comes out of the fake world, and find his 

first lovers who had been kept away from him for trying world. I found the whole idea 

of this movie very very shocking! How could anyone come up with the idea of a man, 

living a real life in a drama? I thought that the writer of this movie should be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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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erson. And I absolutely would like to pick this movie as one of the best movie 

ever. This is a movie that makes people exercise their imagination.  

세션 2 채점 소감(아래에 자유롭게 타이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채점하실 때 느끼시는 심리적, 정의적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1. 전반적인 채점 소감 

 

 

 

2. 채점하셨을 때 어려웠던 점 

 

 

 

3. 지난 번 채점과 달라진 점 

 

 

 
이상으로 세션 2의 6개의 영작문 채점이 끝나셨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약 1~2주 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채점하신 결과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과 함

께 마지막, 세션 3의 6개의 영작문채점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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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세션 3 자료 

 

1. 본 채점표는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 

Logical 

development of 

ideas. Main 

ideas, supporting 

ideas, and details 

Organization 

The sequence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Use of 

cohesive devices 

Language in 

use 

choice and 

range of 

vocabulary 

Grammar 

Sentence-

level 

structure 

Mechanics 

Punctuation/ 

Spelling/Capitalization 

5 

Effectively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clearly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effectively used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 use of 

idioms 

No errors, full 

control syntactic 

variety 

Mastery of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4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well with 

using 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details 

Fairly well organized 

and cohesive devices 

adequately used 

Relatively 

appropri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and use of idioms 

Almost no errors, 

good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Few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capitalization 

3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Loosely organized and 

incomplete sequencing, 

cohesive devices may be 

absent or misused 

Adequate choice 

and range of words 

but some misuse 

of vocabulary or 

idioms 

Some errors, fair 

control syntactic 

variety 

Fair number of spelling and 

punctuation, capitalization 

errors 

2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using 

inappropriate 

explanations, examples 

and details. 

ideas are disconnected 

and lack of logical 

sequencing inadequate 

order of ideas 

Limited range of 

vocabulary, 

confused use of 

words and idioms 

Many errors, 

poor control 

syntactic variety 

Frequent errors in spelling and 

punctuation 

1 

Questionable 

responsiveness to the 

topic and task with 

using no detail or 

irrelevant explanations 

No organization and no 

use of cohesive devices 

Very limited 

vocabulary, very 

poor knowledge of 

idioms 

Severe and 

persistent errors, 

no control of 

syntactic variety 

No control over spelling and 

pun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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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6 편의 영작문을 채점해 주십시요. 채점하실 때는 지난 번 처럼 

스마트폰이나 MP3 를 사용하셔서 채점하시면서 생각되시는 내용들을 녹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샘플 별로 따로 따로 해주시면 분석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이라도 일단 많이 

말씀해 주실수록 본 연구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선생님의 전반적인 채점 방법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샘플의 내용, 그리고 채점표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각 영역별 점수를 기입하신 후 및 본 문서 맨 뒷장에 있는 

채점소감을 적으신 후 이 파일을 재저장하셔서 채점 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과 함께 연구자메일 (psalm103@snu.ac.kr)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in use 

Grammar Mechanics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아래 샘플 영작문들은 학생들이 쓴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 

6 개의 샘플을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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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As many other people agree to love cities than countrysides. I agree to them, too. There 

are many positive things when you live in countryside but there are more positive things 

in cities. First, cities have good public transportataion. When you are late for work or 

promise time, a bus or a taxi will take you quickly as fast as they can. However, in the 

countryside, a bus or taxi comes rarely that the people who live in countryside have to 

buy their own car. Second, in the cities shops are close by our house. You just have to 

work for 5~10 minutes then you will see the shop. In addition, the shop which are in the 

cities have more various things than the ones that are in countrysides. Third, cities have 

more good education than countrysides. That means many better schools in cities, and 

high education we can learn. In the countryside there are less teachers and students so 

they don’t have many money to earn a high education. In conclusion, I agree that cities 

are better places to live in than contrysides.  

 
 

Sample 2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I agree. Because cities are very important to us since city has born. We are living in 

cities, we are eating in cities, finally, we can’t live anymore without cities. Here are 

good things in city life. First, city has good public transportation. For example, car, bus, 

airplane, subway. These transportation are mainly distributed in cities. Because there are 

need to receive city people. So city has developed transportation. Second, city has great 

welfare system such as social-welfare. Many old people are received many benefits. 

Also, many disabled people are received benefits, too. So City has developed welfare 

system. Concusionly, people who live in city are always have a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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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3 

Writing Topic: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City lives bring convenience and quickness to many people, but it’s not really a good 

place to live in. First of all, air pollution is serious in urban areas. Too many car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are the main source of exhaust emission, and it makes 

urban life more harsh for people to live. Additionally, every same routine in city makes 

people feel sick of their lives and brings powerlessness. People have to live through all 

kinds of pressures and bustles in city, and it’s hard to have comfort, which is an essential 

part in our lives. All kinds of crime that comes from restrained, merciless city life also 

lower the quality of life in urban. A vast impersonal organizations, and incessant 

competitions cause crime to occur more readily. For these reasons, it’s hard to say that 

cities are good places to live in.  

 

 

 

 

 

 

 

Sample 4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a movie named ‘Transformer 3’. It’s basic story is about space war between 

transformers. The kind robot called ‘autobots’ and the evil robot called ‘Dicepticon’ 

fight for their planets’ reconstruction. Autobots helps mankind from attack of 

dicepticons. The main character, ‘Sam Witwicky’ save the earth from dicepticons. I 

think the heroine in this movie is really amazing. She is really brave in this movie. After 

I watched this movie, what I remember is the hero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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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5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saw both movie and book called “Twilight”. It is about an attractive vampire, Edward 

Carlin, who became a vampire in 1800s and fell in love with 18-year-old girl named 

Isabella Swan. I really enjoyed the book, but the movie was not good enough as the 

book was. Some people said, both of them were romantic and were well organized, 

however, in my opinion, the movie was not romantic. Only music was romantic, itself. 

The actors acted as they were completely unknown person, and especially the actress 

who played “Isabella Swan” was so dull. However, as I mentioned indirectly, the music 

was very good. Melody was unique and it feels like sitting on the death of beach with 

sunshine. Even though the book’s mood was not like that, but the music fits well in the 

movie.  

 

Sample 6 

Writing Topic: Write about a recent movie (or book) you saw (or read). Mention 

the plot, the main characters, your evaluation and impression of the movie (or 

book) 

I watched movie named Sunny. It’s Korean movie that people enjoyed the most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lso it’s still put on the screen. ‘Sunny’ has seven characters. It’s 

story about finding old friends who were the member of Sunny. So it has stories about 

their past time and present. Sunny was broken up because of one of their members 

attempted suicide. Later, another member was stick and wanted to meet her old friends 

so the other member was finding others. Eventually she found 6 members and sick 

friends died. At her funeral, she gave her legacy to her Sunny members and the last 

member came to the funeral and the movie ended. One of my friend was crying while 

watching it because she was so absorbed to the movie. But I think it’s not sad but really 

funny. A dialect or abusive language that characters said seems so realistic. If I have 

free time. I’ll watch it again.  

 

 
세션 3 채점 소감(아래에 자유롭게 타이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채점하실 때 느끼시는 심리적, 정의적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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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인 채점 소감 

 

 

2. 채점하셨을 때 어려웠던 점 

 

 

3. 지난 번 채점과 달라진 점 

 

 

4. 개인 피드백이 채점에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도

움이 되었나요? 

 

 

 

이상으로 채점이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의 총 3회 채점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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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ter Bias and its Source in Secondary School Writing 

Assessment  

Changsu Lee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n emphasis on genuine language/communication purposes and 

production, indirect writing tests are being replaced by direct writing tests 

such as essay writing tests or portfolio assessments of writing. In this way, 

more valid writing assessments to measure writing ability for 

communicative competence itself are being introduced to the EFL 

secondary assessment context. However, rater reliability should be 

enhanced due to the intervention of rater in direct assessment. With 

regards to rater reliability, recent research has focused on rater bias, since 

the reduction of rater bias could bring about the improvement of rate 

reliability. 

In line with this tren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xtent to which 

raters exhibited bias and what its source was by examining rating behavior 

in an EFL writing assessment context like Korea. Furthermore, the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rater bias could be reduced through 

individual feedback rooted in the sources of rater bia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se sources changed and the raters’ reaction to individual 

feedback while raters went through longitudinal rater training. For this 

purpose, scoring behaviors of 10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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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bserved and analyzed in each of the three rating sessions, which were 

separated by two-week intervals. 

In each of the three rating sessions, 10 raters scored a set of six writing 

samples written b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wo kinds of 

essay writing tasks: argumentative and narrative. The raters also recorded 

how they arrived at certain scoring decisions while grading each writing 

sample by think-aloud protocols. After each rating session, the raters kept 

journals based on guided questions. Before the second and third rating 

sessions, the raters were trained with individual feedback on their previous 

rating performance.  

The 10 raters’ ratings we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in 

each session, focusing on rater bias, its sources and how they changed of 

them. In addition, the raters’ reaction to individualized feedback was 

investigated by its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rater bias could be reduced with individual 

feedback rooted in the sources of rater bias by analyzing rating behavior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fine-tuned rater training for 

rater bias could contribute to minimize rater bias by changing rating 

behaviors which trigger rater bias and enhance rater reliability in direct 

assessment and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direct writing assessment.  

 

Key Words: rater bias, the source of rater bias, a rater training, rating 

process, EFL secondary writing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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