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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동료평가란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결과물을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

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다. 동료평가는 글쓰기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도

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쓰기 과제물은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동료평가를 활용하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

들은 채점 경험과 내용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동료평가 결과를 타당

한 점수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고 그 방법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채점예시

답안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된 답안 사례로서, 모범답안 혹은 평가 예

시라 불리기도 한다. 채점예시답안은 채점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구

체적인 맥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채점예시답안은 평가 경험과 내용 지식 측면에서 보다 상위 

수준에 있는 평가자에 의해 채점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를 참고하면 보다 타당한 채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은 학생 평가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험을 진행하여, 채점예시

답안이 보다 정확한 평가를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가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일련의 답안에 대해 (1) 학생이 부여한 점수와 교사가 

부여한 점수 간의 유사한 정도, 그리고 (2) 학생 평가자들 간의 점수가 

일치하는 정도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실험조건과 통제조

건을 나누어 <논제와 지시문>,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등 채점에 필요

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두 조건에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실험조건의 참여

자들에게만 두 편의 채점예시답안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그 다음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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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논술 답안 20편을 7점 척도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험 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 전문가 평가와의 유사도가 유의

미하게 높았다. 평정자간 신뢰도 측면에서는 두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신뢰도에 대한 해석 지침에 의거했을 때 실험 조건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보통(fair) 수준인 반면 통제 조건의 신뢰도는 낮은(poor) 수준이

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채점예시답안의 점수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

다. 중간조건과 극단조건을 나누어 <논제와 지시문>,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등 채점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두 조건에 공통적으로 제공

하였다. 그리고 중간조건에는 중간 점수대(5점, 3점)의 채점예시답안을, 

극단조건에는 극단 점수대(7점, 1점)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였다. 그 후 

두 조건은 동일한 논술 답안 20편을 7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그 결과, 중

간조건이 극단조건에 비해 전문가 평가와의 유사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평정자간 신뢰도 측면에서는 두 조건 모두 보통(fair) 수준이었으며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두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채점예시답안은 동료평가 점

수와 전문가 점수와의 유사도를 높여준다. 통상적인 교수-학습 장면에서 

교사의 평가는 타당한 답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채점예시답안은 학생들

이 동료의 글을 보다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채점 척도의 양극단 점수의 예시보다는 중간 점수

대의 예시를 제공할 경우 더욱 향상된다. 

종합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가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 논의되었으며, 본 발견을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방법 

또한 검토되었다.  

주요어 : 동료평가, 글쓰기 평가, 채점예시답안, 타당도, 평가자간 신뢰도

학  번 : 2015-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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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동료평가

동료평가(peer-assessment)란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의 학습 결과물에 대

해 점수를 매기고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다. 수업에 동료평

가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교사를 대신하여 평가를 행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동료평가는 글(Mowl & Pain, 1995), 포

스터(Billington, 1997), 구두 발표(Freeman, 1995), 실습(Denehy & Fuller, 

1974), 수업 참여도(Melvin & Lord, 1995)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 결과물

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글쓰기 과제물에 사용된다. 글쓰기 

과제물은 채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동료평가를 이용하면 

교사의 평가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평가의 사

용 목적이 단지 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동료평가는 

평가 도구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이기도 하다.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수업 중 동료평

가를 활용하면 학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동료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a) 학생들은 공통의 과제를 부여받고 각자 자신

의 과제물을 완성하여 제출한다. (b) 채점 기준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동

료의 과제물에 점수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점평(comment)을 덧

붙이기도 한다. (c) 모든 학생이 채점을 마치고 나면 각자 자신의 과제물

에 부여된 점수와 채점평을 확인한다. (d) 마지막으로 채점 점수와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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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에 대한 피평가자의 평가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료평가는 시작

부터 종료까지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

의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이끌어낸다(Falchikov & Goldfinch, 

2000). 능동학습 상태의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분석, 통합, 평가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학습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nwell & Eison, 1991; Chi & 

Wiley, 2014).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또한 향상시킨다. 동료평가 중 학생들은 피

평가자와 평가자의 역할을 겸함으로써(그림 1) 과제물에 대해서 견해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학습 전략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추후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동료에게 받은 피드백은 추후 과제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Liu & Carless, 2006).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학습을 계획하는 활동인 자기-조절

(self-regulation)을 도와주고 실제 학습 또한 향상시키기 때문이다(Butler 

& Winne, 1995; Hattie, 2009; Hattie & Timperley, 2007). 

이와 같은 동료평가의 효과는 실제 수업 장면에서도 검증되었다. 

Hwang, Hung, 그리고 Chen (2014)은 초등 고학년 수업에서 동료평가를 

실시하여, 동료평가 활동이 학생들의 내용 지식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에서 초등 6학년 여섯 개 반은 각각 세 개 반 

씩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으로 나뉘었으며, 두 조건 모두 한 학기 동안 동

일한 내용의 수업을 받고 매주 동일한 과제를 했다. 실험조건의 학생들

은 7주에 걸쳐 동료의 과제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점평을 남기는 

활동을 했던 반면 통제조건의 학생들은 같은 기간 동안 교사로부터 점수

와 코멘트를 받았다. 그 결과, 실험조건의 학생들이 통제조건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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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료평가에서의 과제 배분 방식

에 비해 내용 지식을 측정하는 객관식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

며 학습 동기와 문제해결 능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쓰기 교육에의 활용

동료평가는 글쓰기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Cho, 

Shunn, & Wilson, 2006). 글쓰기 과제물은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동료평가를 활용하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에

게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습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 기관과 교수자의 

책무(Glaser & Silver, 1994)이며, 학습에 있어서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받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oreno, 2004). 하지만 채점의 부담을 교사 혼자 

지고 있는 경우,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다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피드백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동료평가를 이용하면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모든 

A를 평가하는 동료

A에게 평가받는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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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웹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제 작성 및 제출, 상호 평가, 결과 확인 등 동료평

가를 구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사의 평가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다. Park (2016)의 연구는 실제 수업 장면

에서 동료평가가 글쓰기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대학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매주 동료평가 활동을 실시

한 결과,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해당 수

업에서 학생들은 (a) 수업에서 다룰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

분을 미리 읽고, (b) 교수가 부여한 글쓰기 주제와 평가 기준에 따라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하고, (c) 다른 학생의 글을 평가하고 채점평을 

남기는 일련의 절차를 매주 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동료평가 활동이 

비판적 사고와 학습 내용 이해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동료평가가 글쓰기 교육에 효과적인 두 번째 이유는 동료평가가 실제

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동료평가

는 학생들을 평가자의 입장에 처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평가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판적 평가 능력이 향상되면,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글의 논리적 오류나 논증을 약화시키는 약점 등을 잘 찾을 

수 있으며(Beach, 1989; Thompson, 2002) 쓰기 실력이 향상된다

(Lundstrom & Baker, 2009). Cho와 MacArthur (2011)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여, 동료평가 활동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진행한 실험에서, 다른 동료의 글을 읽고 

평가 활동을 한 학생들은 단순 읽기 활동이나 다른 무관한 활동을 한 학

생들에 비해 실험 보고서 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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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의 한계점 

동료평가에도 취약점은 존재한다. 바로 동료평가에서 산출된 점수를 

타당한 점수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평가를 주관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학생들은 교사에 비해 부정확한 

채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가자는 채점 과정에서 글을 읽으

며 채점 기준이 잘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점 

기준에 대한 평가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Crisp, 2012). 하지만 대부

분의 학생들은 채점에 필요한 내용 지식과 채점 경험 측면에서 숙련되어 

있지 않다(Cho, Shunn, & Wilson, 2006; Dochy, Segers, & Sluijsmans,

1999). 이처럼 숙련되지 않은 평가자들은 채점 기준에 의거하기 보다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Wolfe, 

1997). 이러한 이유로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Cho, Shunn, & Wilson, 2006; Cho & Schunn, 2007; Stefani, 

1994).

동료평가 점수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태도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은 동료평가 점수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거

나 학생 동료들이 타인의 결과물을 평가할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

으로 나타났다(Kaufman & Schunn, 2011). 또한 학생들은 대개 동료 학

생들의 내용 지식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료의 평가나 조언

을 따르려하지 않을 수 있다(Hanrahan & Isaacs, 2001; Strijbos, Narciss, 

& Dunnebier, 2010). 이처럼 평가자로서 자신과 동료의 평가 능력이 부

족하다는 우려는 동료평가 점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Cheng 

& Warren, 1997; Falchikov, 1995; Topping, 1998). 또한 각 과제물이 서

로 다른 학생들에 의해 채점되므로 교사 한 명에 의해 채점되는 경우에 



- 6 -

비해 일관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한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도 동료평가 점수의 신

뢰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Schunn, 2007; 

Stefani, 1994). 실제로 Liu와 Carless (2006) 이 홍콩의 1740명의 학생과 

460개의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동료평가 사용 여부와 인식에 대해 조사

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가 동료평가를 사용하기를 싫어하며 학생들은 

거의 동료평가 활동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는 

동료평가 점수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 

그렇다면 연구를 통해 보고된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은 얼마나 될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되는지 검토해보자.

일반적으로 평가 도구의 정확성은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 

측면에서 논의된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

는 정도(Crocker & Algina, 1986)를,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안정적이

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 정도(Cronbach & Meehl, 1955)를 의미한

다. 

이러한 측정학적 관점에 따르면, 타당도란 채점 기준에 명시된 것(측정

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논술 답안 채점 기준에 ‘발상의 참신성’을 채점하라고 명시된 경우에 

평가자가 실제로 ‘발상의 참신성’을 고려하여 채점을 진행했다면 그 

채점 점수의 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자가‘발상의 참

신성’이 아닌 ‘논리력’을 고려하여 채점을 진행했다면 그 채점 점수

의 타당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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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료평가에 관한 연구들에서 ‘타당도’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

된다.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도는 주로 준거 타당도(criterion validity) 측

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답안의 원래 점수라고 상정할 수 있는 준거(예: 교

사가 채점한 점수)를 설정하고, 그 준거와 동료평가 점수의 유사도가 높

을수록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도가 높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교사가 

채점한 점수가 준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료평가의 타당도는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평가 점수의 유사도’로 정의된다(Cho, Shunn, & 

Wilson, 2006; Falchikov & Goldfinch, 2000; Schunn, Godley, & 

DeMartino, 2016). 이는 통상적인 교수-학습 장면에서 교사의 평가 점수

가 타당한 답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료평가 점수의 신뢰도는 주로 평정자간 신뢰도 측면에서 논의

되고 있다. 즉 동일한 답안을 채점한 여러 학생들의 채점 점수가 일치할

수록 동료평가 점수의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물론 평가자들이 특정 답

안에 대해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 점수가 항상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평가자간의 점수 일치도가 동료

평가 점수의 ‘정확성’ 논의에 포함된 것은, 피평가자 입장에서 인식된 

타당도를 고려한 결과이다(Cho, Schunn, & Wilson, 2006). 다수의 동료로

부터 받은 점수의 변산이 크다면 피평가자는 그 점수를 타당하다고 인

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의 관점에 따르면 동료평가의 타당도란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평가 점수 간의 유사도’를, 동료평가의 신뢰도란 ‘학생 평

가자들 간의 점수 일치도’를 의미한다. 

  

Falchikov와 Goldfinch (2000)는 56건의 동료평가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을 실시하여 동료평가의 타당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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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 메타분

석에 사용된 여러 연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타당도를 구성하였는데 

Falchikov와 Goldfinch (2000)는 이 타당도 수치들을 단순히 평균하여 보

고했다.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평가 

점수와의 상관으로 정의된다(Cho, Shunn, & Wilson, 2006; Falchikov & 

Goldfinch, 2000). 하지만 위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이 모두 교수자 평

가 점수를 준거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Burnett과 Cavaye 

(1980)는 동료평가 점수와 기말 과제 점수와의 상관을 타당도로 정의하였

고, Wiggins, Blackburn, 그리고 Richard Hackman (1969)은 동료평가 점수

와 학점과의 상관을 타당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연구마다 측정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은 Cho, Shunn, 그리고 Wilson (2006)이 그들의 논

문에서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또한 위 메타분석을 통해 보고된 동료평

가의 타당도 수치는 평균 .69이지만 그 범위는 .15부터 .95까지 매우 넓

으며, 이 중 .4 이하를 보고한 연구는 56건 중 13건(23%)이 존재한다. 이

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동료평가의 타당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

님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평가자의 채점을 돕기 위해 별도의 처치를 가

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떤 형식의 처치를 어느 정도로 가했는지가 

연구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타당도 수치

를 보고했다. 결국 Falchikov와 Goldfinch (2000)의 메타연구는 동료평가

가 활용된 맥락과 처치 조건에 따라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평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채점 기준만을 가지고 동료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살펴보자. Chang, Tseng, 그리고 Lou (2012)는 학교 2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수업 중 동료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료평가 점수와 교

사의 점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평정자 내적 일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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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간 신뢰도 역시 저조했으며, 학기말 시험과 동료평가 점수 사이에

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오택환 (2010)의 연구에서

는 동료평가의 초기에는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음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평가를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처치를 제공한 경우에도 동료평

가 점수의 정확성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Mowl과 Pain (1995)은 대학 

지리학 수업에서, 5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과제를 제출하고 이

에 대해 상호간 동료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채점 

기준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좋은 글과 나쁜 글에 대해서 집단별 토의를 

하게 했음에도, 글쓰기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평가 점수 간

의 상관이 .2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동료평가 점수, 그리고 그에 따른 동료평가 점

수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우려는 동료평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

인이 될 수 있다(Falchikov & Goldfinch, 2000). 동료평가 점수가 부정확

하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동료평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

육 프로그램의 종결 단계에서 학생이 교육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 기관과 교사의 책무이다(Glaser & Silver, 1994). 이

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학생의 최종 성적을 판정하는 평가를 총

괄평가(Taras, 2005)라고 하는데, 학기말에 등수를 매기거나 학점을 부여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동료평가 점수가 타당하다면 동료평가

는 총괄평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동료평가 

점수가 교사평가 점수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써 교사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동료평가 점수가 타당하지 않다면 

교사는 총괄평가를 위해 별도의 시험을 계획하거나, 학생들의 과제물을 

모두 채점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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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확한 채점 점수는 피평가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학습자가 피드백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경우, 그 피

드백이 추후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해당 피드

백을 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orrison & Cummings, 1992). 

동료평가의 점수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동료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 평가자들의 평가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학생들에게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법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선행 연구

동료평가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방안 

채점예시답안의 효과성을 이론적으로 타진해보기에 앞서, 채점예시답

안이 다른 가능한 방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쓰기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채점 기준 

명세화, 평가자 훈련, 평가자간 토의 등이다(Coffman, 1971; Harsch & 

Martin, 2013; Johnson et al., 2005). 이러한 처치들의 효과는 교사 혹은 

전문가 평가에 국한되어 논의된 것으로서, 동료평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채점 기준 명세화 : 

채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 훈련 : 

본 채점에 들어가기 전 몇 개의 답안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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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점수를 맞히는 사전 채점을 진행한다. 정답률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3) 토의 : 

학생들이 함께 채점 기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자 동료의 글을 

채점한 한다. 혹은 각자 동료의 글을 채점한 후, 채점 점수에서 차이가 발

생한 글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고 서로 합의 하에 단일한 점수로 통일한다.

먼저 채점 기준 명세화부터 살펴보자. 채점 기준이란 채점 계획에 대

한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서(Brookhart, 1999), 채점 시 글의 어떤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채점 기준을 명세화하는 것은 평정자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Brookhart & Chen, 2015). 이는 채점

자들에게 출제 의도나 채점 방향, 기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 1에 비해 표 2는 각 채점 항목이 의미하

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명세화된 채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표 3과 같이 점수 척도와 각 점수에 해당하는 수준을 서술

한 채점기준표(rubric)를 제시하는 것도 채점 기준을 명세화하는 한 방

법이다.  

그러나 이처럼 채점 기준을 아무리 상세하게 제시한다 하여도, 채점 

기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

한 해석은 평가자에 따라 여전히 다를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 같은 훈

련되지 않은 평가자들의 경우 채점 기준이 주어져도 이를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한다(Rezaei & Lovorn, 2010)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부연 설

명을 넘어서는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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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50점) 중심 내용의 전개

조직(50점) 문단 구성 조직 능력

[표 1] 채점 기준 예시 

내용

(0-50점)

중심 내용의 전개

- 제시문의 요구 사항 준수

- 각 항목 구체적 사례 제시

- 필자의 개성과 특성 제시 여부

- 경험(사례) 소개의 사실성 참신성

조직

(0-50점)

문단 구성 조직 능력

- 각 항목 논의 전개의 일관성 유지

- 논의 전개의 논리적 비약

- 문단의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

- 문단 전체의 긴밀성 유지

[표 2] 채점 기준 명세화 예시

1점
문제에 충실하게 답하지 않았고,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완성

도가 없고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다. 어휘, 표현력이 부족하다.

2점
문제에 충실하게 답하지 않았거나,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완

성도가 떨어지고 마무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 어휘, 표현이 제한적이다. 

3점

문제에 충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으며, 대체로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다. 완

성도가 다소 떨어지고 마무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 어휘, 표현이 제한적이

다.

4점
문제에 충실하게 답한 편이며,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서술했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마무리도 잘 되어있다. 어휘, 표현이 다양한 편이다.

5점
문제에 충실하게 답했으며,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서술했다. 완성도가 있고 

마무리가 잘 되어있다. 어휘, 표현력이 풍부하다. 

[표 3] 채점 기준표(rubric)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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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토의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심적· 물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실제 수업에서 행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채점을 위한 훈련이나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수업 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하며, 토의 후에는 같은 

글을 한 번 더 채점해야한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부담스

러운 일이다. 

동료평가를 위한 채점 훈련은 이미 Calibrated Peer Review(CRP)라는 

이름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UCLA의 CPR 시스템은 학생들이 

동료의 글을 평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평가 훈련을 받도록 한다. 학생

들은 교사들이 미리 채점을 해둔 세 개의 테스트용 답안을 채점한다. 학

생이 채점한 점수와 교사가 채점한 점수와 비슷할수록 그 학생은 평가를 

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평가 능력을 나타내는 Reviewer Competency 

Index(RCI)에서 높은 수치를 획득한다. 이 RCI는 타인의 글을 채점할 때 

가중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채점 능력이 매우 낮아 0에 

가까운 RCI를 획득했다면, 그가 동료의 글을 평가한 점수는 거의 반영되

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훈련에서 일정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두 번 이상의 훈련을 받는다. CPR을 응용한 훈련

은 학생들의 내용 지식 학습에 도움이 되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Gunersel, Simpson, Aufderheide, & Wang, 2008; Pelaez, 

2001), 실제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높여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CPR은 각 학생의 훈련에 대해 교사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어

야 하고(Balfour, 2013), 학생들의 시간 할애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점에

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토의 방법은 의견 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Osborn Popp, Ryan, & Thompson, 2009). 두 명 이상의 평가자가 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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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보다 더 지배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평가자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채점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한 쪽 평가자의 의견으로 수렴하

게 되어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채점 점수의 타

당성은 보장할 수 없다. 물론 타당한 점수로 수렴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용 지식과 채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훈련이나 토의 외에 동료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최

소화면서도,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처치로 채점예시답

안(anchor paper)을 제안하고자 한다. 

채점예시답안

채점예시답안이란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된 실제 답안 사례를 일컫는

다(Hieronymous et al., 1987). 동료평가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동료의 글

을 채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교사가 미리 채점하고 점수를 매긴 답

안을 의미한다. 채점예시답안은 평가 기준에 정의된 수행의 각 수준들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채점자들로 하여금 채점 실수를 줄

여주고, 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ughes, 

Keeling, & Tuck, 1980; OsbornPopp, Ryan, & Thompson, 2009). 무엇보

다 채점예시답안은 사용하기 간편하다. 채점예시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는 이미 작성된 답안들 중 최소 두 편(Daiker & Grogan, 1991)을 골라 

점수를 명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주 교육청 및 학

교에서는 쓰기 평가 시 채점예시답안 사용이 명문화되어 권장되고 있다

(Osborn Popp, Ryan, & Thomp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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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래 전부터 채점예시답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고 실제 쓰

기 평가 장면에서 채점예시답안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

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학생 평가자들 

대상으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논의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은 신뢰도 측면에서만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은숙 (2011)은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채점 기

준만을 가지고 학생의 글을 평가한 교사 집단(통제 집단)과 채점 기준과 

채점예시답안을 가지고 학생의 글을 평가한 교사집단(실험 집단)을 비교

한 결과, 평가자 내 신뢰도 측면에서 실험 집단이 더 우수했다. 채점예

시답안은 채점자가 채점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

여 채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다. 양주훈 (2012)의 연구 

또한 위 연구와 동일한 실험 설계 하에 진행되었다.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채점 기준만을 가지고 학생의 글을 평가한 경우

(통제 집단)와 채점 기준과 채점예시답안을 가지고 평가한 경우(실험 집

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 측면에서 실험 집단이 훨

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집단은 ‘채점예시답안이 평가 

시간 단축과 피로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채점예시답안이 

평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두 연구 모두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

나, 실험참여자 수가 매우 적었고 효과의 유의미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

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양주훈 (2012)은 통제 집단과 실

험 집단의 평가자 간 신뢰도가 각각 .901, .929 이었으며, 실험 집단의 평

가자 간 신뢰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Cicchetti (1994)

의 기준에 따르면 두 수치는 모두 매우 우수한 정도의 평정자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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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것이며, 두 수치에 대한 신뢰구간이 보고되지 않았기에 차이

의 유의미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은숙 (2011)의 연구 

또한 이와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동료평가 상황에서 채점예시답안의 개별적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

직 존재하지 않지만,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있

다. 바로 CPR과 같이 평가 훈련 과정에 채점예시답안을 도구로 사용한 

경우이다. CPR에 사용되는 테스트용 답안은, 그 답안에 교사의 채점 점

수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테스트 후에 그 답안의 점수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채점예시답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

의하였듯이, CPR에 관한 연구들의 목적은 CPR의 도입이 학생들의 학습

을 향상시켜주는 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었기에, 이러한 처치가 실제 동

료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학생 평가

자들을 대상으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했다. 학생 평가자

를 대상으로 채점예시답안의 개별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

된 바 없다. 그동안 채점예시답안의 활용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교사 

혹은 전문가의 평가에만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채점예시

답안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동료평가 점수

와 전문가 점수 간의 일치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통상적인 교

수-학습 장면에서 전문가(교사)의 평가는 타당한 답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서,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일치도는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

도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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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봄에 있어서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그 유의미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

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동료평가 맥락을 고려하여 채점예시답안

이 채점 점수의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제 3 절 연구 가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채점예시답안이 주어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학생 평가자의 채점 정확성이 더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채점예

시답안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학생들의 채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채점 과정은 ‘내용 이해’, ‘채점 항목 이해’, ‘점수 결정 및 변

별’의 세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용 이해 

국면은 작성된 답안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작성된 것인지’를 파악하

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논제나 글감에 대한 이해와 관련 되어있다. 

만약 제시문이나 도표 등과 같이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추가 자료가 

있었다면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이해까지 포함될 것이다. 다음으로, 채점 

항목 이해 국면은 채점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점에 반영하

면 안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채점 기

준에서 논리력과 창의성만을 채점에 반영하라고 명시하였다면, 오타 여

부나 문장의 자연스러운 정도 등은 무시하고 채점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점수 결정 및 변별 단계는 채점 척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답안의 점수를 매기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7점 만점의 채점 척

도가 주어진 경우 어떻게 쓴 글이 3점에 해당하는 것인지, 2점짜리 글은 

4점짜리 글에 비해 어느 정도로 못쓴 글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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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예시답안은 이상 논의된 세 국면 모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먼저 학생 평가자들은 채점예시답안을 토대로 논제와 제시

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점 척도 상에서 7점

을 받은 채점예시답안이 있다면, 이 답안은 논제와 제시문을 올바르게 

해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학생 평가자들은 해당 답안을 토대로 논

제와 제시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채점예시답안은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학생들

은 채점에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술되는 채점 

기준은 학생들에게 모호한 정보일 수 있다. 부정확하게 인식된 채점 기

준은 실제 채점에서 평정 오류와 평정자간 편차를 만들어 낼 것이다. 채

점예시답안은 채점 기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이므로, 추

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Orsmond, Merry, 

그리고 Reiling (2002)은 학생들이 포스터 과제물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

시하는 상황에서, 채점예시포스터(exemplary)를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채

점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효과는 글쓰기 

과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 편, 모든 학생들이 해

당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채점 시, 점수의 기

준점 혹은 점수 급간을 제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에도 역시 채점자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채점 기준에 대한 지

시문과 함께 채점 예시 답안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채점 오류와 평정자간 

편차가 줄어들 것이다. 학생들은 채점 기준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정 답안에 몇 점을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채점예시답안은 채점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채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된 채점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점에서도 채점 점수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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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생들은 채점예시답안을 통해, 논제와 관련 자료, 채점 기준을 

올바르게 숙지할 수 있기에 더 타당한 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

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어 평정자간 신뢰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Daiker와 Grogan(1991)는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두 개

의 각기 다른 점수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몇 점대의 답안을 채점예시답안으로 선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수 척도의 전 범위가 드러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안에 따라, 실험 1에서

는, 7점 척도 상에서 최고점(7점)과 최하점(1점)을 받은 두 개의 글을 가

장 기본적인 형태의 채점예시답안이라 상정하고 실험 도구로 사용하였

다. 이는 채점예시답안의 단순 제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실험 2에서는 동일한 개수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점수

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점예시답안 개수의 최소한도를 지키는 선에서, 가

장 손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측면은 답안의 점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두 편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수대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일반적으로 두 개의 자극을 분별을 하려고 할 때, 속

성의 차이가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에 차이를 분별해내는데 더 많은 시

간이 걸린다. 이러한 현상은 선의 길이, 색, 음의 높낮이, 어휘 등 다양

한 속성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Festinger, 1943; Henmon, 1906; Glaser 

& Düngelhoff, 1984). 이는 숫자 크기 비교 과제에서 수 거리 효과

(numerical distance effect)로도 알려져 있는데, 두 수의 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비교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Moyer & Landauer, 1967). 이처럼 자극 간 차이가 작아질수록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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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는 문제는 채점 상황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답안

을 채점하는 작업 또한 일종의 자극 분별 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답안에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에 명시된 속성에 따라 답안

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서열을 정해야하는데, 중간 점수대

에 분포한 답안을 분별하는 것이 극단 점수대의 답안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큰 채점예시답안보다는 점수 차

이가 작은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한 채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7점 척도 상에서 

중간점수(5점, 3점)대 답안과 실험 1에서 기본적인 채점예시답안이라고 

상정했던 극단점수(7점, 1점)대 답안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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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실험 1에서는 두 편의 채점예시답안이 주어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학생 평가자의 채점 점수의 정확도가 더 높은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채점예시답안을 부여받은 평가자는 채점과정에서, 채점예시

답안을 통해 논제와 지시문을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채점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 즉 어떤 요소들이 채점되어야

하고 어떤 요소들을 채점에 반영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을 받

을 것이다. 또한 채점예시답안에 매겨진 점수를 통해, 채점 척도 상에서 

해당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채점 시 점수 

간격을 더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점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채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된 채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점예시답안은 학생 평가자의 채점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들이 채점 기준만을 참

고하여 논술 답안을 채점하는 경우와 채점 기준과 전문가에 의해 채점된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여 논술 답안을 채점하는 경우의 전문가 점수와의 

일치도 및 평정자간 신뢰도를 비교하였다.  

제 1 절 실험 방법

실험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부생 69명이 실험에 참여하

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시스템(SNU R-Point)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참

여에 대한 대가로 학기말 학점에 일부 반영되는 참여점수를 얻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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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참여자 중 5명의 참여자는 2012년 수시 논술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기에 이들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는 결과 분석에서 제거되

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 64명의 평균 연령은 20.1(SD=1.8)세였

으며, 이들 중 여성은 28명이었다. 

실험 도구

실험 도구는 ‘논제와 지시문’,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채점

예시답안’, ‘20편의 답안’,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논제와 

지시문,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채점예시답안, 20편의 답안은 종이로 

제공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공되었다. 

논제와 제시문: ‘논제와 지시문’은 연세대학교 2012학년도 대학 수

시 입학 전형에 출제되었던 논술 문제에서 일부 차용하였다.

출제의도 및 채점방향: 출제의도 및 채점방향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지시문이다. 이 지시문은 논제를 출제한 기관(연세대학교)에서 제

시한 것이며, 본 실험에서는 매우 미흡(1점)부터 매우 우수(7점)까지 7점 

척도로 평가해달라는 지시사항을 추가하였다.   

채점예시답안: 실험 집단의 참여자에게 제시된 두 편의 예시 답안은, 

전문가에 의해 채점되었으며, 7점 척도 상에서 각각 매우 우수(7점), 매

우 미흡(1점)의 평가를 받은 답안이다. 통제 집단의 참여자에게는 제시되

지 않았다.

20편의 답안: 20편의 답안은 본 실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

이 동일한 논제에 대해서 각각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것이다. 동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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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험 참여자들과 같은 수준의 학습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 앞

서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부생 34명으로부터 논

술 답안을 얻었다. 이들이 작성한 34편의 답안 중 20편의 답안을 선별하

여 오타와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여 형식상의 흠을 제거하였다. 20편의 

답안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설문 문항: 설문에는 2012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 고사에 응시한 경

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본인이 채점자로서 논제와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1점에서 100점 사이로 응답), 

성별과 만 나이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험 절차 

채점 기준과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채점하는 조건(이하 실험 조건)

의 참가자는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채점예시

답안’을 부여받고 10분 동안 논제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 때, 실험참여자들에게 “본 채점예시답안은 전문가가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 두 편을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것입니다. 두 답

안은 각각 매우 우수(7점), 매우 미흡(1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채점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두로 지

시하여, 이들이 채점예시답안을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20편의 답안을 매우 미흡(1점)부터 매우 우수(7점)까지의 7점 척도에 따라 

채점하였다. 이 때,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채

점예시답안’은 채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채점을 마친 후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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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을 하였다. 

한편, 채점 기준만을 가지고 채점하는 조건(이하 통제 조건)의 참가자는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을 부여받고 10분 동안 논

제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실험참여자들에

게 “타당한 채점을 위해서는 채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채점 기준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구두로 주지

시켰다. 이 후 20편의 답안을 매우 미흡(1점)부터 매우 우수(7점)까지의 7

점 척도에 따라 채점하였다. 이 때,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

점 방향’은 채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채점을 마친 후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설문 문항에 응

답을 하였다. 

실험 조건 통제 조건

① 채점 준비 ① 채점 준비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2편의 채점예시답안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 ↓

② 채점 ② 채점

20편의 답안 20편의 답안

↓ ↓

③ 설문 문항 응답 ③ 설문 문항 응답

해당 논술 응시 경험

성별

만 나이

해당 논술 응시 경험

성별

만 나이

[그림 2] 실험 1의 조건 설계 및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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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관점을 따라,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와 ‘학생 평가자들 간의 점수 일치도(평정자간 신뢰도)’

를 동료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척도로 삼았다.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

선행 연구에서는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교사, 교수 등)의 채점 점수 

간 유사도를 살펴봄으로써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도를 논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채점 점수 대신에 학기 말 시험성적 혹은 보고서 점수 등이 준

거로 사용되기도 한다(Cho, Shunn, & Wilson, 2006; Falchikov & 

Goldfinch, 2000; Schunn, Godley, & DeMartino, 2016). 통상적인 교수-학

습 장면에서 전문가(교사)의 평가는 타당한 답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는 동료평가 점수의 타당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

수 간의 유사도를 다음 두 가지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1) 전문가 점수와의 상관

전문가 점수와의 상관은 실험 참여자들이 여러 답안들의 상대적 위치

(서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일련의 답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여한 서열이 타당한 서열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이 지표는 ‘일련의 답안에 대해서, 실험 참여자

가 채점한 점수와 전문가가 채점한 점수 간의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로 정의된다. 이 수치

가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와 유사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통계적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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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피셔 Z 변환(Fisher's Z Transform)을 적용하여 

정규분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점수와

의 상관을 피셔 Z 변환하여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했다. 

(2)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는 특정 답안의 원래 점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일련의 답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여한 

점수가 타당한 점수라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이 지표는 ‘일련

의 답안에 대해서, 실험 참여자가 채점한 점수와 전문가가 채점한 점수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 차이가 0에 가까울수록 전문가와 유사한 평

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관계를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가자 개개인들이 여러 답안의 상대적 

서열을 정확하게 판단할지라도, 답안의 원래 점수를 정확하게 맞히지 못

하는 경우에는 피평가자 입장에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

이다(Cho, Schunn, & Wilson, 2006). 이에 대해 다음의 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갑, 을, 병, 정이라 불리는 네 명의 학생과 (가), 

(나), (다), (라)로 구분되는 네 편의 답안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네 편의 답안에 대해서, 갑, 을, 병, 정이 부여한 점수는 각각 (1, 2, 3, 

4), (3, 4, 5, 6), (5, 6, 7, 8), (7, 8, 9, 10) 이다. 한 편 교사가 부여한 점

수는 (2, 3, 6, 7) 이며 이 점수를 각 답안에 대한 타당한 답으로 간주한

다. 이 경우, 교사의 채점 점수와 학생의 채점 점수 간 상관을 구하면 

네 학생의 경우 모두 1이다. 즉, 이 경우 모든 학생의 채점 능력이 교사

와 유사한 정도로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피평가자의 입장(답안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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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위와 동일한 상황을 다시 가정해보자. 갑, 을, 병, 정이 답안 (가)에 

부여한 점수는 각각 (1, 3, 5, 7)이며 전문가가 부여한 점수는 2이다. 네 

명의 학생들이 답안 (가)에 부여한 점수는 제각각 다르다. 즉, 일관적이

지 않다. 또한 네 명의 학생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그 어느 것도 교수자

의 평가 점수와 일치하는 것이 없다. 이 경우 답안 (가)를 작성한 학생은 

자신의 답안에 대한 채점 점수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

다. 이는 답안 (나), (다), (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Cho, Schunn, 그

리고 Wilson (2006)은 이와 같은 현상을 ‘교수자 입장’과 ‘학생(피평

가자) 입장’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불일치라고 규정하며, 동료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논할 때는 교수자 입장과 학생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주장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학생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 역시 논의에 포함시켰

다.  

한편 본 논문의 실험에서, 전문가 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

되었다. 두 명의 전문가들이 20편의 답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채점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전문가 점수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평가자는 심

리학과 전공탐색 수업과 교양 수업에서 3개 학기에 걸쳐 수업 조교를 진

행하였다는 점에서 전문가로 간주하였다. 또 다른 평가자는 본 실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였다. 두 평가자의 평

정자간 일치도는 .83로, 높은 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rtney & 

Watkins, 2000). 

학생 평가자들 간의 점수 일치도(평정자간 신뢰도)

평정자간 신뢰도란 다수의 채점자가 채점을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두 명의 채점자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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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점수 간 일치도는 피어슨 적률 상관 계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는 피어슨 적률 상관 계수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2명 이상의 평정자간 평정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Shrout & Fleiss, 1979). ICC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

수록 평정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ICC는 연구 모형에 따라 조

금씩 다른 방식으로 산출되는데,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부 유형

이 구분된다. 

먼저 ‘일치’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ICC를 일관도(consistency)와 합치

도(agreement)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관도의 측면에서는 평정 대

상들의 상대적 위치가 유지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한편 합치도의 측면에서는 평정 대상들의 점수가 정확히 일치할수

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 구분은 앞서 논의되었던 편

차로서의 타당도와 상관으로서의 타당도 구분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정이라 불리는 네 명의 학생과 (가), (나), (다), (라)로 구분되

는 네 편의 답안이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가정해보자. 갑과 정이 부여

한 점수는 각각 (1, 2, 3, 4), (7, 8, 9, 10) 으로, 두 평가자가 답안들의 상

대적 서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동일하지만, 절대적인 점수에 대

한 견해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합치도와 일관도는 분명

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치도는 절대적인 값의 일치도를, 일관도는 

서열의 일치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분석 단위를 평정자 개개인의 점수로 삼는지 평균 점수로 

삼는지에 따라서도 ICC를 도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동일한 조건에 놓

인 평정자들을 하나의 평정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 평정 집단이 산출하

는 점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를 보고자한다면 평균 점수를 사용한

다. 반면 개별 평정자 수준에서의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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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점수를 사용한다. 평균 점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변산성의 

영향력이 평균에 의해서 완화되므로, 해당 평정 집단을 구성하는 평정자

의 수가 증가할수록 ICC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과 평가자간의 관계에 따라, ICC를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1(Type 1 ICC)은, 각 평가대상에 각기 다른 k

명의 평정자가 할당되는 모형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평가자 수는 k명

으로 고정되지만 모든 평가자가 동일한 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경우

에 사용된다. 유형 2(Type 2 ICC)와 유형 3(Type 3 ICC)은, k명의 평정자

가 모두 동일한 과제를 평가하는 모형에 사용된다. 유형 2와 유형 3은 

평정자의 모집단 가정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유형 2의 경우에는 평정자 

모집단에서 k명의 평정자를 추출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징

을 대변한다고 본다. 반면 유형 3의 경우에는 모집단을 가정하지 않으므

로 그 결과를 현재 평정자들에 한해서만 논한다. 

이상 논의한 세 측면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합치도의 관점에서 

평정자의 개별 점수를 유형 2 방식으로 분석하는 ICC를 분석에 이용했

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는 학생 평가자 개개인의 

채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평가자들이 부여한 점수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

이라는 모집단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실험 결과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 분석

먼저,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의 채점 점수와의 상관은 피셔 Z 변환 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실험 조건의 상관 점수가 통제 조건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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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62)=4.3596, p<.001). 즉 실험 조건이 통

제 조건에 비해, 전문가와의 채점 경향성이 더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조건: M=.71, SD=.23 통제조건: M=.31, SD=.33). 전문가 점수와의 차

이 측면에서도, 실험 조건(M=27.03, SD=7.4)이 통제 조건(M=35.94, 

SD=9.34)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62)=-4.2087, p<.001)

실험에 사용되었던 두 편의 채점예시답안은 각각 7점과 1점을 받은 답

안이었다. 최고점과 최하점을 대표하는 두 답안은 명확한 정답과 오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생 평가자들이 채점 기준을 올바르게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점수와의 상관에 대한 

피셔 Z 변환 점수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

실험조건 .71 (.36) 27.03 (7.40)

통제조건 .31 (.39) 35.94 (9.34)

[표 4] 실험 1에서 조건별 전문가 점수와의 유사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조건 통제조건 실험조건 통제조건

[그림 3] 실험 1에서 전문가 점수와의 유사도에 대한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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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간 신뢰도 분석

실험 조건의 ICC는 .40, 통제 조건의 ICC는 .19로 각 수치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1). Cicchetti (1994)의 기준에 의거했을 때, 실험 조건

의 ICC는 보통(fair) 수준인 반면, 통제 조건의 ICC는 낮은(poor) 수준이

었다. ICC에 대한 95% 수준의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실험 조건은 

[.27, .60], 통제 조건은 [.11, .35]로 서로 겹치는 범위가 존재하였다. 

한편, ICC의 분석 단위를 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점예시답안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평정자간 신뢰도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채점예시답안이 없더라도, 평가자의 수가 많아지면 평정자들 간 어

느 정도는 유사한 채점 경향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가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저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

다. 평가자들 간에 유사하게 형성된 채점 도식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 분석 결과가 이

를 뒷받침한다. 통제 조건의 채점 점수와 전문가 점수와의 상관은 .2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ICC[신뢰구간]

실험조건 .40 [.27, .60]

통제조건 .19 [.11, .35]

[표 5] 실험 1에서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의 ICC와 신뢰구간  

종합하면,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는 것은 채점자 개인의 신뢰도를 매

우 높은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타당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실

험 1에서는 채점 척도의 양 극단을 대표하는 답안을 사용하여 채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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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의 단순 제시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채점예시답안의 효

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채점예시답안의 점수대를 조정하여 제공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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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실험 2에서는, 어떤 점수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 평

가자의 채점 정확성을 더 높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단 채점자들이 논지

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매우 우수한 답안이나 매우 형편없는 답안

은 쉽게 식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중간 수준의 답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답안들이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

만 정확히 몇 점에 해당하는 답안이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거리 효과(Moyer & Landauer, 1967)로 인해,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

한 수준의 답안을 채점하는 것보다는 중간 수준의 답안을 채점하는 경우

에 채점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즉 극단 수준의 답안들은 채점 기

준과 척도에 따라 합당한 점수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간 수준

의 답안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간 점수대의 채점예

시답안은 극단 점수대의 채점예시답안에 비해 채점 정확도 향상에 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채점자들이 중간 점수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다

면, 해당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채점 오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7점 척도 상에서 중간 점

수대인 5점, 3점에 해당하는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논술 답안을 채점하는 

경우와 극단 점수대인 7점, 1점에 해당하는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채점하

는 경우의 채점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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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실험 방법

실험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부생 90명이 실험에 참여하

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시스템(SNU R-Point)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참

여에 대한 대가로 학기말 학점에 일부 반영되는 참여점수를 얻었다. 참

여자 90명의 평균 연령은 20.7(SD=1.9)세였으며, 여성은 42명이었다. 

실험 도구

실험 자극은 ‘논제와 지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방향’, ‘채점예

시답안’, ‘20편의 답안’,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논제와 지

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방향, 채점예시답안, 20편의 답안은 종이로 제공되

었으며, 설문 문항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공되었다. ‘논제와 지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방향’, ‘20편의 답안’, ‘설문 문항’은 실험 1에

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채점예시답안 : 조건 1 집단에게 제시된 두 편의 예시 답안은, 전문가

에 의해 각각 우수(5점), 미흡(3점)의 평가를 받은 답안이다. 조건 2 집단

에게 제시된 두 편의 예시 답안은, 전문가에 의해 7점 척도 상에서 각각 

매우 우수(7점), 매우 미흡(1점)의 평가를 받은 답안이다. 

실험 절차 

모든 조건의 참가자는 공통적으로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채점예시답안’을 부여받고 10분 동안 논제와 채점 기준

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중간조건의 실험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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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수(5점), 미흡(3점)의 평가를 받은 답안이 제공되었다. 또한 “본 채

점예시답안은 전문가가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 두 편을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것입니다. 두 답안은 각각 우수(5점), 미흡(3점)의 평가를 받

았습니다.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채점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

다.” 라고 구두로 지시하여, 이들이 채점예시답안을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극단조건의 실험참여자들에게는 매우 우수(7점), 매우 미

흡(1점)의 평가를 받은 답안이 제공되었다. 또한 “본 채점예시답안은 전

문가가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 두 편을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것

입니다. 두 답안은 각각 매우 우수(7점), 매우 미흡(1점)의 평가를 받았습

니다.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채점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두로 지시하여, 이들이 채점예시답안을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분 동안의 숙지를 마친 후, 실험참여자들은 20편의 답안에 대

해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 때,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

향’, ‘채점예시답안’은 채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점을 마친 후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설

문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

제 2 절 분석 방법

실험 1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즉 두 조건 간‘동료평가 점수와 전문

가 점수 간의 유사도’와 ‘학생 평가자들 간의 점수 일치도(ICC)’를 비

교했다.‘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채점 점수와의 상관, 전문가 채점 점수와의 차이를 구하여 두 조건 간 비

교를 하였고, ICC에 대해서는 합치도의 관점에서 평정자의 개별 점수를 

유형 2 방식으로 분석하는 ICC를 도출하여 두 조건 간 비교를 하였다. 



- 36 -

중간조건 극단조건

① 채점 준비 ① 채점 준비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채점예시답안(5점, 3점)  

논제와 제시문

출제의도 및 채점 방향

채점예시답안(7점, 1점)

↓ ↓

② 채점 ② 채점

20편의 답안 20편의 답안

↓ ↓

③ 설문 문항 응답 ③ 설문 문항 응답

해당 논술 응시 경험

성별

만 나이

해당 논술 응시 경험

성별

만 나이

[그림 4] 실험 2의 조건 설계 및 실험 절차 

제 3 절 실험 결과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유사도 분석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의 채점 점수와의 상관 점수는 피셔 Z 변환 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중간조건의 상관 점수가 극단조건의 상관 점

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88)=-4.6831, p<.001). 즉, 중간 점수(5점, 

3점)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 조건이 극단 점수대(7점, 1점)의 채점예

시답안을 참고한 경우에 비해 전문가와의 채점 경향성이 더 유사했다(중

간조건: M=20.18, SD=6.29; 극단조건: M=27.28, SD=7.95). 전문가 점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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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측면에서도, 중간조건(M=1.04, SD=0.41)이 극단조건(M=0.67, 

SD=0.43)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88)=4.147, p<.001)

두 조건의 차이는 중간 점수대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두 자극의 속성 차이가 작아질수록 자극의 

차이를 분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중

간 점수대에 분포한 답안을 분별하는 것이 극단 점수대의 답안을 분별하

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점수와의 상관에 대한 

피셔 Z 변환 점수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

중간조건 1.04 (.41) 20.18 (6.29)

극단조건 0.67 (.43) 27.28 (7.95)

[표 6] 실험 2에서 조건별 전문가 점수와의 유사도 평균과 표준편차  

중간조건 극단조건 중간조건 극단조건

[그림 5] 실험 2에서 전문가 점수와의 유사도에 대한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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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편의 답안 중 1.5점 이하 혹은 5.5점 이상을 받은 8편의 답안

에 대한 채점 점수를 살펴본 결과, 중간조건과 극단조건의 전문가의 채

점 점수와의 상관은 각각 .7과 .68로 두 조건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05). 즉, 극단 점수대에 분포한 답안에 대해서는 두 조건이 비

슷한 수준의 채점 정확성을 보였다. 한편, 20편의 답안 중 2점 이상, 5점 

이하를 받은 12편의 답안에 대한 채점 점수를 살펴본 결과, 중간조건과 

극단조건의 전문가의 채점 점수와의 상관은 각각 .64, 0.48로, 중간조건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즉, 두 조건의 채점 정확성의 차이는 중간 

점수대에 분포한 답안들을 채점하는 데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5

점과 3점짜리 채점예시답안을 부여받은 집단이 중간 점수대의 답안을 훨

씬 더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

중간조건의 ICC는 0.56, 극단조건의 ICC는 0.41로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Cicchetti (1994)의 기준에 의거했을 때, 두 조건의 ICC

는 모두 보통(fair) 수준이었다. ICC에 대한 95% 수준의 신뢰구간을 살펴

본 결과, 중간조건은 [.42, .73], 극단조건은 [.28, .61]로 서로 겹치는 범위

가 존재하였다. 

ICC[신뢰구간]

중간조건 .56 [.42, .73]

극단조건 .41 [.28, .61]

[표 7] 실험 2에서 중간조건과 극단조건의 ICC와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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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중간점수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 참여자들과 극단점수

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 참여자들 모두 각 집단 내에서는 서로 유사

한 채점을 하였으나, 극단조건의 채점 정확성은 중간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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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제 1 절 연구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점예시

답안을 제안하고,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동

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의 관례를 따랐다. 즉, 

일련의 답안에 대해 (1) 학생이 부여한 점수와 교사가 부여한 점수 간의 

유사한 정도 (2) 학생 평가자들 간의 점수가 일치하는 정도를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에 대한 척도로 삼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 평가자의 논

술 답안 채점 점수의 정확성을 높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을 나누어 실험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만 두 편

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였다. 논제와 지시문,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등 채점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자료들은 두 조건에 공통적으로 제공하

였다. 그 후 두 조건은 동일한 논술 답안 20편을 7점 척도로 채점하였

다. 두 조건의 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 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 

전문가 평가와의 유사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채점예시답안을 제공

받은 실험 조건의 참여자들이 전문가와 더 유사한 채점을 하였다. 평정

자간 신뢰도 측면에서는 두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신뢰도

에 대한 해석 지침에 의거했을 때, 실험 조건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보통

(fair) 수준이었던 반면, 통제 조건의 신뢰도는 낮은(poor)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어떤 점수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동

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보다 더 높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중간조건과 극

단조건을 나누어, 중간조건에는 중간 점수대(5점, 3점)의 채점예시답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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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조건에는 극단 점수대(7점, 1점)의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하였다. 논제

와 지시문,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등 채점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

은 두 조건에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두 조건의 참여자들

은 동일한 논술 답안 20편을 7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그 결과, 중간 점

수대의 답안을 참고한 경우가 극단 점수대의 답안을 참고한 경우보다 전

문가 평가와의 유사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평정자간 신뢰도 측면에서

는 두 조건 모두 보통(fair) 수준이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두 

조건 모두 각 조건 내에서는 채점자간 유사한 채점 경향성을 보였으나, 

채점 점수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중간 조건이 더 우수했다. 그리고 이러

한 차이는 20편의 답안 중 중간 점수대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평가자들이 채점예시답

안을 참고하여 채점하는 것은 채점예시답안 없이 채점하는 것보다 채점 

점수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또한 중간 점수대의 답안을 분간하고 채점하

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채점 척도의 양극단 점수에 해당하는 채점예시

답안보다는 중간 점수대의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하는 것이 채점 점수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채점예시답안이 동료평가 점수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것

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검증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평정자간 신뢰도 

측면에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해석 

기준에 의거했을 때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우수했다.  

또한 7점과 1점짜리 채점예시답안은 실험 1과 실험 2에 모두 사용되었

는데, 그 효과가 두 차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점과 1점짜리 답안을 참고한 학생 평가자들의 전문가 채점 



- 42 -

점수와의 상관은 실험 1에서는 .53, 실험 2에서는 .57이었으며, 전문가와

의 차이 점수는 각각 27.03, 27.28, ICC는 각각 0.41, 0.4로 매우 유사했

다. 즉, 7점과 1점짜리 채점예시답안의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실험 2에서, 중간 점수대(5점, 3점)의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 

경우에, 학생 평가자와 전문가의 채점 점수 상관이 .73으로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Portney와 Watkins (2000)의 해석 기준에 의거

했을 때 높은 수준의 일치도로서, 적절한 채점예시답안을 제공한다면 학

생 역시 교사에 준하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 의의

먼저, 본 연구는 학생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학생 평가자를 대상으로 채점예시답안의 개별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평가 

역시 학습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고, 학생들이 평가를 주관하는 

동료평가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는 

교사가 주관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어버렸음에도, 

여전히 글쓰기 평가에 대한 연구들에서 평가의 주체는 교수자로 한정되

어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학습자’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전문가 점수와의 유사도’를 논의의 중점에 두었다. 일반적으로, 글쓰

기 평가에 있어서 평정자간 신뢰도에 대한 논의가 풍부한 것에 비해, 타

당도에 대한 수치 기준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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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포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동료평가의 사용을 장려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평가는 교수-학습 상황에

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남아있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 

평가자의 글쓰기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험

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동료평가의 활용 가능성을 높

이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점예시답안은 평가자 훈련이나 토의에 

비해서 그 실용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훈련이나 토의는 

교사 혹은 전문가의 채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처치로 제안되는 것들인

데, 교사와 학생의 노력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채점예시답안을 활용하는 것은 비교적 간

단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들 중 최소 두 편을 골라 점수를 

명시하고, 이를 채점예시답안으로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여 동료의 글을 평가하면 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노력을 최소

한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훈련이나 토의에 비해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별 평가자 차원에서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인 수준에서 채점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 채점의 정확성

이 향상된다면 평균 점수를 사용하는 동료평가의 정확성 역시 상승할 것

이다. 두 번째로, 개인 수준에서 채점의 정확성이 향상된다면 적은 수의 

평가자만으로도 정확한 채점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구성원이 적은 수업

에서도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염려 없이 동료평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원이 적은 수업에서 동료평가가 사용되는 경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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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에 매우 적은 수의 평가자가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

는 개별 평가자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한 개인의 부정확한 채점이 동료

평가의 점수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채점예시답안은 개인 수

준의 채점 정확성을 높여주므로, 평가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타당한 

동료평가 점수를 산출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수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동료평가가 사용될 수 있다면, 동료평가의 활용 범위가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보완점 및 후속과제

본 연구는 채점예시답안이 학생 평가자의 채점 정확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그 효과의 기제까지 밝힌 연구는 아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 과정을 ‘내용 이해’, ‘채점 항목 이해’, 

‘점수 결정 및 변별’의 세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채점예시

답안이 세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은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채점예시답안이 실제로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논제와 제시문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출제하

여 논제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채점예시답안을 참고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모두에 동

일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채점예시답안이 학생 평가자의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

었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채점예시답안이 내용 이해에도 관

여를 하는 것이라면, 논제와 제시문이 어려울수록 채점예시답안의 효용

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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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의 후속 과제에 대해 크게 두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

다. 먼저, 다른 종류의 글쓰기 과제를 채점할 때에도 채점예시답안이 효

과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논술 문제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였다. 즉 자유로운 답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용적 측면에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과제였다. 하지만 자유로운 답을 

인정하고 구조의 논리성만을 평가하는 글쓰기 과제 또한 고등교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글쓰기 

과제에 대해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

다. 나아가, 자기소개서와 기사문 등의 실용적 글쓰기와 시, 소설, 패러

디 등의 문학적 글쓰기 등 실제 고등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양식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효과를 살펴보는 것 또한 채점예시답안의 실용적 가

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험 상황이 아닌 실제 수업 장면에서의 효과 검증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실험 중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작용이 차단되었다

는 점에서, 실제 동료평가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실제 수

업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우애적 관계 등으로 인해 채점

예시답안의 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친구들을 평가할 때 점수를 박하게 주길 꺼려하며(Cheng & 

Warren, 1997), 친밀함이 매우 높은 경우 상호간 점수를 후하게 부여하

는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Pond & Ul-Haq, 1997). 또한 학생들 사이의 

우애적 관계는 동료평가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Sambell, McDowell, & Brown, 1997).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수업 상황에서도 채점예시답안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채점예시답안의 활용가치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장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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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료평가 상황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논

제와 제시문을 제시했다. 이러한 실험적 설계로 인해 채점예시답안이 주

어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내용 파악이 훨씬 수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동료평가 상황에서는 동료의 글을 평가하기 전에 자

신이 먼저 글을 작성한다. 그리고 글쓰기 주제와 관련 자료의 내용을 파

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즉, 내용 이해가 명확히 된 상태

에서 글을 평가할 것이다. 물론 채점예시답안이 내용 이해에까지 관여하

는지는 실제로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만일 그러하다면 이는 실제 동료평

가 상황에서 채점예시답안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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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실험 1에 사용된 실험도구

논제 및 제시문 

논제 : 제시문 (가)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

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나)의 실험결과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과정을 설계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해진 원칙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뿐이다.

제시문 (가)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이를 벽돌쌓기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벽돌공의 동작들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분석과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길브
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 발이 각각 디뎌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
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
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해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
동자를 두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이로써 벽돌공은 비계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쥘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
비가 줄었다.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이 반죽 위에 벽돌을 놓고 접합부의 두께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흙손의 손잡이 끝으로 벽돌을 몇 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으로 접합부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 비계: 건설현장에서 쓰는 가설 발판

제시문 (나)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진은 
피실험자들에게 한 번에 하나씩 총 8장의 컬러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이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식별하도록 했다. 실험진은 각각의 사진을 초점이 희미한 상태에서 스크린을 통해 
피실험자들에게 공개했고 연속적으로 점차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작했다. 한편 실험진은 사진
을 피실험자들에게 최초로 보여줄 때 사진의 희미한 정도와 공개 시간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
정했다.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는 상, 중, 하의 3단계로, 공개 시간은 122초, 35초, 13초의 3
단계로 구분했다. 이 실험에는 정상적인 (교정)시력을 갖고 있는 총 90명의 대학생들이 피실험
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10명씩 9개 집단에 배정되었다. 이들 중 첫 번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
도가 ‘상’인 상태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또 다른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중’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역시 각
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마지막 3개 집단은 희미한 정도가 ‘하’
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각각 122초, 35초, 13초 동안 총 8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
런데 이 실험에서는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의 차이, 그리고 공개 시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놓은 수준까지 선명도가 높아지면 사진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프로젝터를 조작했
다. 사진이 꺼질 때 각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무엇에 대한 사진인지 미리 준비된 별도의 용지
에 바로 기록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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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및 채점방향

[출제 의도 및 채점 방향]

제시문 (가)의 벽돌쌓기 예로부터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적 특징들을 파악해야한

다. 또한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은 과학적 

관리법을 신입사원 채용과정 설계에 적용할 때,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 사례에서 

원리를 추출해내는 능력,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유비추론)을 복합적으로 측정한다. 1~7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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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예시답안(7점) 

매우 우수 (7점)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공개된 사진이 선명할수록, 그리고 공개시간이 길어질수

록 식별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진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공개 시간’에 따른 

식별률의 차이보다,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에서 보인 식별률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사진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공개 시간과 최초 선명도가 영향을 미치며, 공개 시간보다 

최초의 선명도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신입사원 채용과정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실험에서의 ‘선명도’와 ‘공개 시간’이라는 요인

은 각각, ‘지원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정도’와 ‘지원자를 평가할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치

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최초에 지원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얻는 것이 지원자에 대한 판별의 정확도를 올리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물론 모든 채용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정밀한 정보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

고의 인재판별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높은 선명도와 많은 시간을 모두 확보하려고 것은 인지적/시간적 자원을 비효율

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적 운용은 제시문 (가)의 ‘과학적 관리 방식’의 핵

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낭비될 수 있

는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서류심사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세밀하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항목에 다양한 종류의 문항을 추가하거나, 추천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

구한다면 서류심사에서 보다 선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 요인은 선명도

보다는 덜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류심사에서는 일단 선명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라는 요소는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걸러내고 남은 소수의 지원

자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서류심사에서 살아남은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한정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각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할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한다면, 서류단계에서 긴 시간을 들여 전원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아끼면

서, 동시에 남은 소수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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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예시답안(1점)

매우 미흡 (1점)

먼저 서류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지원자의 성향이나 능력 등을 판별한다.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익숙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사람 등은 그러한 류의 일을 많이 해야하는 

부서로 분류하고, 혼자 일할 때 더 능률적인 사람은 개인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로 분류한다. 그리

고 전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판별해, 서류심사를 통과시킨다. 

다음 면접심사에서는 제시문 (가)의 과학적 관리법을 잘 적용시키는지를 알아본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생산, 포장 등을 시켜보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방법은 지원자들

을 묶어 팀을 만들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평가 단

계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약 30분 정도 직접 일을 시켜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를 서류봉투에 

넣어 사은품과 함께 종이가방에 넣은 것을 100개 만들라고 시킨다고 하자. 일을 하다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 속도가 빨라지기 마련인데 이 노하우가 생기는 시간을 확인하면 그 지원자가 얼마

나 적응력과 창의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지원자는 종이를 서류봉투에 넣고 사은품과 서류봉

투를 종이가방에 넣는 과정을 100번 할 것이다. 또, 어떤 지원자는 종이를 서류봉투에 넣는 과정을 

미리 100번 한 다음, 종이가방에 내용물을 넣을 것이다. 경험상 우리는 두 번째 과정이 훨씬 빨리 

끝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위와 같은 일을 시키기 어려울 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서 관리능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원자는 어떤 물품의 생산, 포장, 유통, 판매를 관리하는 게임을 한다. 지원자

는 게임 속 직원들의 봉급과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익 등을 따져 몇 명을 어디에 배치해야 가장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로써 우리는 지원자가 매니지먼트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지원자들을 5~8명 정도로 묶어, 하나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게 하거

나 첫 번째 방법처럼 직접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지원자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소통능력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역할을 맡아 얼마나 빠르게 문제

를 해결하는지를 보고 과학적 관리법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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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편의 답안 중 1~3번 글

* 각 글의 하단에 채점 점수를 기입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도 반드시 입력해주십시오. *

1번 글

제시문 (가)에서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하여 벽돌공의 사소한 행동마저

도 상세히 관찰하여 그들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작업하기에 더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

었다. 덕분에 벽돌공들은 힘을 덜 들이고도 더 나은 능률을 낼 수 있었다.    한편, 제시

문 (나)의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면의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사진

을 공개한 시간이 길수록 사진을 더 정확히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시문 (가)의 과학

적 관리법과 (나)의 실험결과를 결합하여 채용과정을 설계하려면 먼저, 기업의 기존 사원

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들의 근무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파악해야 한다.  프랭크 길

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을 벽돌쌓기에 적용한 것처럼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관찰하여 그 업무를 해결하는데 적합할

만한 역량을 가진 신입사원의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적합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채용과정에서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결과를 이용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면의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사진을 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채용담당관들이 원하는 것은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이다. 따라서 업무 수

행과 관련 없는 스펙들로 구성된 서류로 인해 지원자들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 수행 능력 파악에 적합한 서류 양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진을 공개한 시간이 길수록 사진을 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듯 사람도 여러 상황에서 오

래 보아야 그 사람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시간에 뻔한 질문만 

몇 개 하고 끝내는 면접심사보다는 다소 시간을 들여서라도 지원자의 실제 업무 수행 능

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채용담당관들이 관찰을 통해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심사를 설계해야 한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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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글의 하단에 채점 점수를 기입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도 반드시 입력해주십시오. *

2번 글

제시문 (가)와 (나)의 결과를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업무 수행 능력이 높다는 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 지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어떤 신입사원을 원하며 업무 수행 

능력이란 어떤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까? 회사의 업무 수행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있게 제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각 회사원은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며 자신의 제

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상대 제안에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동

시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창의성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회사를 발전적인 방향으

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두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와 원

칙을 적용하여 뛰어난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나)

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최초 공개시의 사진이 선명할 수록, 사진의 공개시간이 길 수록 

정확한 인지 비율은 증가했다. 한편 제시문 (가)에 따르면, 과학적 관리법이란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 등을 통한 조정 및 개선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적 관리를 신입사원의 선발에 적용하려 할 때는, (가)의 경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벽돌쌓기의 경우에는 과학적 관찰과 실험의 대상이 벽돌더미

의 위치, 사람과 벽과의 거리, 비계의 높이 등의 물리적인 대상이었으나 신입사원을 선발

하는 과정에서는 실험의 대상이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 관리를 회사업무의 

맥락 속에서 해석해볼 때, 실험의 대상이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 업무 방법 등으로 바뀌

었을 뿐이지 회사 업무의 과정 그 자체는 과학적 관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한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영업하려고 할 때, 회사는 팀을 구성하며 그 팀은 각자

의 영업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영업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

의 이상적인 영업아디이어를 도출한다. 따라서 회사 업무 자체가 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하

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평가해야 하는 것은 지원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사람을 다

루고 의견을 조율하며 아이디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즉 얼마나 높은 수준의 과

학적 관리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

로 다음과 같은 전형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원자들을 한 실험 상황에 배치한다. 이 

실험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세 네 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뉘며, 각 팀은 정해진 시간 내

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가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발표를 수행해야 한다. 이 때 각 

실험상황마다 한 사람의 관리자가 배치되는데, 이 관리자는 각 팀들의 발표 준비과정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갔으며 어떤 실험으로 아이디

어를 검증해나갔는지를 기록할 수 있다. 첫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회사원들이 불확실한 상

황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상황

마다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힌트를 (나)에서의 실험결과를 이용해 매우 짧은 공개시간

과 매우 희미하지 않은 정도의 자극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힌트를 유추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창의성이 개입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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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글의 하단에 채점 점수를 기입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도 반드시 입력해주십시오. *

3번 글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공개된 사진이 선명할수록, 그리고 공개시간이 

길어질수록 식별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진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공개 시간’에 따른 식별률의 차이보다,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에서 보인 식별

률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사진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공개 시간과 최초 

선명도가 영향을 미치며, 공개 시간보다 최초의 선명도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신입사원 채용과정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실험에서의 ‘선명도’와 ‘공개 시

간’이라는 요인은 각각, ‘지원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정도’와 ‘지원자를 평가할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치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최초에 지원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얻는 것이 지원자에 대한 판별의 정확도를 올리

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채용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정밀한 정보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재판별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서

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높은 선명도

와 많은 시간을 모두 확보하려고 것은 인지적/시간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적 운용은 제시문 (가)의 ‘과학적 관리 방식’의 핵심에 위배되

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낭비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서류심사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세밀하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마

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항목에 다양한 종류의 문항을 추가하거나, 추천서 등

의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서류심사에서 보다 선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

한 것은, 시간 요인은 선명도보다는 덜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류심사에서는 일단 선명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들에 대한 심

사를 진행해야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라는 요소는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

니기 때문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걸러내고 남은 소수의 지원자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면 되

는 것이다. 서류심사에서 살아남은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한정된 시간이라 할

지라도 각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할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서류단계에서 긴 시간을 들여 전원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아끼면서, 

동시에 남은 소수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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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본인이 채점자로서 논제와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슬라이더를 움직여 표시해주세요.

본 제시문은 2012학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 기출 문제입니다. 이 내용

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해당 논술에 응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만 나이를 입력해주십시오.(숫자만 입력해주세요, e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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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실험 2에 사용된 실험도구

논제 및 제시문 

실험 1에 사용된 것과 동일

출제의도 및 채점방향

실험 1에 사용된 것과 동일

채점예시답안(7점)

실험 1에 사용된 것과 동일

채점예시답안(1점)

실험 1에 사용된 것과 동일

20편의 답안

실험 1에 사용된 것과 동일

설문 문항

실험 1에 사용된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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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예시답안(5점)

약간 우수 (5점)

제시문 (가)에서 벽돌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은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벽돌공에

게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벽돌공 개개인의 역량이 드러나게 하였다. 

제시문 (나)에서 시행했던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의 결과는 사진의 인지정도는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와 반비례하고 공개 시간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제시문의 결과를 결합하여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적용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을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서류심사에서 지원자가 서류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림으로써 회사

가 지원자에 대해 가진 정보를 최대화 한다. 이는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 최초 공개시 

사진의 희미한 정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그 다음 면접심사에서는 단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면접대신에 합숙 면접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가능한 피면접자를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 이러한 방안은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 사진 공개 시간을 늘

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더불어, 이 모든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관들의 인지적/육

체적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채용담당관들이 순수하게 서류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하

고 안락한 사무실을 제공한다거나 전용 화장실 등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화장실 오고가

는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러한 신입 채용 방법을 통해 회사는 업무 수행능력

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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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예시답안(3점)

다소 미흡 (3점)

제시문 (가)의 프랭크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작업의 지

연을 야기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 처리자가 느

낄 수 있는 모든 방해요소를 제거하여 순전히 업무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 처리자

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어떤 의미로는 실제 필요한 

작업 능력 이외의 기타 불필요한 요인들을 다 제거시켰다는 점에서 업무처리자의 업무 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나)의 경우 공개 시간이 길수록,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더욱 사진을 정

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본 문제에 적용하면 업무 처리에 있어 업무에 집

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을수록, 수행해야할 업무의 메뉴얼 혹은 해결 지침이 분명할수록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업무 수행자들에게 동일한 업무시간을 부과하고 업무 

해결 방향을 동등하게 제시할 때 순수하게 업무 수행자들이 가지는 업무 해결력의 측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 두 제시문이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서류심사에서 지원자들의 학력, 나이, 성

별, 출신지, 부모의 직업 등을 묻는 항목을 삭제하여,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없는 정보가 불필요하

게 추가되지 않도록 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로서의 ‘업무 처리 능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상

태를 만들어놓는 것이다.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시문 (나)에 나타난 것처럼 환경적 조건이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순수한 업무 처리 효율을 보여줄 준비가 가능

함을 인지할 수 있고, 채용담당관들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로 모든 환경적 조건을 지

원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맞추어 순수 업무 처리 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 

면접심사에서는 지원자들에게 특정 업무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특정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하게 주고, 각 지원자들이 업무 해결 방향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공해야한다. 서류심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심사에서도 지원자

들이 환경적 조건에 의한 영향 없이 심사에 임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실질적인 업무 처리 효율비

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성별, 신체외모, 성격, 학력 등은 일체 묻지 않고 그러한 스펙 내지는 조건

이 전혀 면접과 관계없으며 차별없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업무 수행력을 평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미흡 평이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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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nchor papers on

the Accuracy of Peer-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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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assessment is a process whereby students review and make

evaluations of other students’ essays. The benefits of peer-assessing

has been verified by many studies; promoting students' learning, and

attitude and reducing the workload of instructors. However, the

problem regarding the accuracy of peer-generated grades has

remained unresolved. Unlike teachers, most students are inexperienced

in assessing essays and lacking relevant content knowledge.

On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anchor papers. Anchor papers

refer to sample essays graded by expert raters, used to provide a

common standard for raters showing what the rubric stands for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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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way. The use of anchor papers has been recommended for a

long time. Its effect, however, has so far been discussed only within

the context of teachers or professional graders.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 of anchor papers under peer-review settings. The

accuracy of peer-generated scores was defined as followings; (1)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peer-generated scores and

teacher-generated scores & (2) the degree of similarity of

peer-generated scores across peer-raters(i.e. inter-rater reliability).

In experiment 1, we tested whether anchor papers improve the

accuracy of peer assessment scores.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a rating guideline and two anchor papers, while the control

group was simply given the rating guideline. Then, both group rated

the same 20 essays. In terms of similarity between peer-generated

scores and teacher-generated scores,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at is, the rating

scores of the former group was more similar to the essay scores

given by expert raters.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rating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experiment 2, we tested which score range is more effective

between mid-range and end-range. The participants in mid-range

condition was given a rating guideline and two anchor papers falling

into 3 and 5 points out of 7 points, while the participants in

end-range group was given the rating guideline and two anchor

papers falling into 1 and 7 points out of 7 points. Then, bo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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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the same 20 essays. In terms of similarity between

peer-generated scores and teacher-generated scores, the mid-range

condi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end-range

condition.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rating scores of the

mid-range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nd-range condition,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ed followings; (1) anchor papers can be an

effective scaffold that ensures high levels of accuracy of

peer-assessment and (2) using the anchor papers of mid-range scores

on a rating scale can lead to more accurate rating.

Keywords : Peer-assessment, Writing assessment, Anchor

papers, Validity, Reliability

Student Number : 2015-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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