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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은 데이터 내 숨겨진 규칙이나 패턴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법으로, 머신 러닝에 대

한 관심은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육학 분야에

서도 교육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정책, 교육성과, 학생의 동기, 학

업 성취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컴퓨팅 및 정보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머신 러닝 기법

을 활용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 개발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

다. 영어 에세이는 학습자의 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포함하여, 사고

력 및 논증력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한 편의 글을 통해 평가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답형 문항에 비하여 채점자의 피로도가 높

은 편이며 채점자 훈련에 대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영어 에세이 채점을 자동화하는 자동채점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주로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등 평가연구

기관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과 관련

된 정보는 제한적인 편으로, 일선 학교나 대학 입학 전형 등 보다 폭넓

은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를 대상으로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자동채점

방안 탐색을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한 모형의 특성 구성요소는 무엇

인가?

둘째, 영어 에세이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또는 점수)에

대한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영어 에세이 등급(또는 점수)의 범주 수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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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수)에 대한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넷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에 투입한 채점 특성에 따라 피험자

의 등급(또는 점수)에 대한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YELC(Yonsei English Learners’

Corpus)와 ASAP(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로 YELC는

국내 대학 신입생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총 3,236건, 채점 결과 포함)로

총 여섯 개의 주제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을 받아 작성된 것이며,

ASAP는 미국 내 8학년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총 1,783건, 채점 결과 포

함)로 제시된 지문을 참고하여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특성 구성요소를 단어-문장의 수

준과 문단 이상의 수준으로 분류하고, 단어-문장 수준에는 어휘 다양성

(lexical diversity),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 문법적·기술적 오

류(grammatical·mechanic error), 문단 이상 수준에는 글의 길이(essay

length), 고득점 답안과의 유사도(similarity), 글의 수준(readability)으로

세부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세부 영역에 속하는 에세이의 텍스트

적 특성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대상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

고 에세이 텍스트의 수준 및 세부 영역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한 뒤,

각각의 세부 영역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에세이의 채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특성에 대하여 자연어 처

리 및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에세이 데이터에서 각각의 특성을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데이터셋(dataset)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분석 결과 에세이 데이터의 특징

에 따라 예측력이 달랐으며, 채점 특성 중요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

다.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분석 결과 채점 범주 수의 조정과 샘

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YELC의 정확도는 0.41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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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의 정확도는 0.53이었다. 또한, 자동채점 모델에 투입한 채점 특성

의 중요도 분석 결과 YELC 경우 문법적·기술적 오류

(grammatical·mechanic error), 글의 수준(readability), 어휘 정교성

(lexical sophistication)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ASAP의

경우 글의 수준(readability), 글의 길이(essay length), 어휘 다양성

(lexical diversity)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도가 높았다.

셋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채점 범주 수에 따른 예측력을 분

석한 결과,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모델의 예측도가 높아졌다.

YELC의 경우 채점 범주가 7개일 때는 0.41이었으나, 채점 범주의 수가

적어질수록 향상되어 채점 범주의 수가 2개 일 때 0.75까지 향상되었다.

ASAP의 경우 채점 범주가 8개일 때 0.53이었으나, 채점 범주의 수가 적

어질수록 향상되어 채점 범주의 수가 2개일 때 0.82까지 향상되었다.

넷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력을 분석

한 결과, 단어-문장 수준의 특성과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을 모두 투입

하였을 때 예측력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각 범주별 예측력의 불균형

은 다소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단어-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 예측에 실패했던 채점 범주가 문단 수준 이상 특성을 추가 투입하였

을 때 예측력이 향상되는 등 채점 범주 간 예측력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특성 구성요소가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자동채점 모형에

대하여 문항 특징, 채점 범주의 수,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력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영어 에세이 채점 모형의

특성 구성요소와 머신 러닝을 활용한 분석 기법은 추후 관련 연구에 활

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방안을 제시한 연

구로, 특성 구성요소 및 머신 러닝 기법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대상 데이

터의 확장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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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계적·확률적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머신 러닝에 대한 관심은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설계 및 수집 계획과 실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머신 러닝 기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학 분야에서도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컴퓨터 공학, 통계학 같은 분야와 비교할 때 다각도

의 접근 및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유진은, 2015). 머신 러닝의 주요 목

표는 데이터 내 숨겨진 규칙이나 패턴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Murphy, 2012), 이를 교육학 분야에 적용하여 교육

정책, 교육성과에서부터 학생 동기, 학업 성취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영어 에세이는 영어로 작성한 문단 수준 이상의 한 편의 글을 의미하

며,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대한 유창성(fluency)과 정확성(accuracy)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에세이는 학습자의

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논증력 같은 종합적인

사고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한 편의 글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여준

다(McNamara et al. 2010). 그러나 학습자의 복합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평가 도구로써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에세이 평가

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먼저 영어 에세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채점자 훈련 및 채점자간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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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등과 관련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 편의 에세이를

평가하는 것은 선택형 문항이나 단답형 문항의 평가보다 많은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평가자의 피로도 또한 높은 편이다(이용상 외, 2013; 시기자

외, 2013). 따라서 영어 에세이를 통한 평가의 장점은 잘 알려져 있으나,

평가 및 채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시행에 있어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60년대 최

초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 꾸준한 개선 및 보

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ETS(Education Testing Service) 등 평가연구기관이나 Pearson 등 교육

연구기업 차원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 접근 가능하다. 국

내에서도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한 연구가 있었으나(이용상 외,

2013; 시기자 외, 2013), 이 또한 평가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로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예측 모델 및 분석 플랫폼인 캐글(Kaggle)에서 휴렛

(Hewlett) 재단이 주최한 에세이 자동채점 경진대회(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 ASAP) 이후,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시도 하였으나,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 Term Memory: LSTM) 등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예측력 제고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딥러닝의 경우 주

로 사용된 단어를 기반으로 블랙박스와 같은 은닉층(hidden layer)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및 평가결과 제공 등 실질적인 활용을 위

한 결과 해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딥러닝 기반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분석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예측 결과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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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특히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다른 분야의 머신 러닝 연구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 러닝의 경우 이미 축적되거나 구축된 데

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에 투입하는 반면,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경우

에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자동채점 모델에 투입할 특성

(feature)을 직접 지정하고 추출하여 컴퓨터가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인 데이터셋(dataset)을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떤 특성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자동채점의 해석과 예측력이 달

라지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에 있어 특성 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의 경우 투

입 특성을 비롯한 정보가 제한적인 편이며,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

의 경우 데이터 탐색을 통한 별도의 특성보다는 단어와 알고리즘에 의존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예측결과에 대한

해석과 추후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영

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에 투입될 수 있는 특성의 구성요소와 이를 적

용한 머신 러닝의 결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에 투입될 수 있는 영어 에세이

특성의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방

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에 활용할

특성의 구성요소를 구성 및 선정하고,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분석 기법

을 활용하여 해당 특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머신 러닝 기법 중 하나인 랜

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앞서 추출한 특성을 투입하고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 모형의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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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한 모형의 특성 구성요소는 무엇

인가?

2. 영어 에세이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또는 점수)에

대한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영어 에세이 등급(또는 점수)의 범주 수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

(또는 점수)에 대한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

는가?

4.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에 투입한 채점 특성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또는 점수)에 대한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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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한 특성

데이터(data)란 관찰이나 조사에서 얻은 사실로써 일반적으로 컴퓨터

에 저장된 자료를 의미한다. 영어 에세이 데이터는 영어로 작성된 에세

이를 전자 문서(electronic document)의 형태로 변환 및 저장하여 컴퓨터

로 처리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한편 특성(feature)이란 어

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특수한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 에세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언어

의 속성과 에세이라는 장르(genre)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속성, 데이

터로서의 속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 에세이(essay)란 영어로 작성된 사실(facts)과 생각(ideas)을 포함

하고 있는 체계적인 표현(ordered presentation) 또는 충분한 근거로 뒷

받침 되는 논증(arguments)을 포함하고 있는 체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Hounsell, 1984). 전자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짜임새

있게 작성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후자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타

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에세이는 필자의 생각과 주장이 담긴 구조화된 한 편의

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에세이는 영어로 작성된 에세이로서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과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장

르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어 에세이 데이터는 언어로 구성된 데이터로 텍스트 데이터(text

data)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즉시 통계적 분석에 투입

될 수 있는 정형 데이터(formal data)와 달리 별도의 정리 및 가공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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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람의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데

이터의 경우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일컬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한다(Manning & Schütze, 1999). 여기서 자연어란 사람이 일

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며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인 인공어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연어 형태로 작성

된 영어 에세이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특성을 드러내는 자연어 처리가

영어 에세이 데이터 특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에세이에 나타난 특성

(feature)1)을 근거로 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

간 채점자에 의하여 이미 채점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도 학습 기반 자

동채점 알고리즘은 수집한 에세이 데이터에 대하여 특정 수준에서 텍스

트 특성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영어 에세

이 텍스트의 특성은 자동채점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게 되는 대상이자 근

거이며, 연구자가 설정한 텍스트 특성에 따라 자동채점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가 달라진다(Taghipour & Ng, 2016; Zhao et al., 2017). 그렇기 때

문에 어떤 텍스트 특성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설계하는 것은 전체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머신 러닝 기

법에 있어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고 정의하는 것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

의 성능과 직결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즉, 머신 러닝의 기본 목적은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에

있으며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

하고 타당한 특성을 찾아내고 설정하여야 한다.

Davis & Foo(2016)는 비록 텍스트 특성을 정의하는 것은 데이터 전처

리 과정에 속하지만 전체 머신 러닝 과정 중 텍스트 전처리에 연구자의

1) 특성(feature)은 관찰 대상(데이터)의 개별적이고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머신

러닝에 투입되는 변수를 의미함(Bisho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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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가장 많이 수반되며, 자동채점 알고리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특성 설계(feature engineering) 및 추출 과정에서는 에세이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의 에세이 등급(점수)에 영향

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특성 집합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실

질적으로 에세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특성을 선택하고 정규화

(normaliz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선택한 특성을 자동

채점 알고리즘에 투입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재조정하기도 한다([그림 Ⅱ-1] 참고).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 개발에

서 텍스트 특성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텍스트 특성 추출 및 분석

은 연구자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며, 연구자의 개입이 가장 많이 일어

나는 부분이다.

[그림 Ⅱ-1] 머신 러닝 학습 단계에서의 특성 추출 및 선택(Davis & Fo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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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작성한 에세이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세이의 평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그에 맞

는 언어적 특성을 정의 및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 우수한

에세이는 정확하고 바른 문법과 맞춤법을 사용하고 언어 표현에 있어 명

료하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자가 결정을 했다

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자동 채점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러

한 평가의 구성요인이 표면적인 언어적 특성이 드러난 ‘증거’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법 사용에 나타난 오류를 활용할 수 있

으며, 또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 지식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언어 사용에 드러나는 특성으로 단어의 다양성

을 측정할 수 있는 텍스트적 특성을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인간 채

점자는 에세이 채점 시 에세이의 논증 구조나 의미 등을 기반으로 전체

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기계에 의한 채점을 할 경우 텍스

트 표층의 단서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 자연어 처리

를 기반으로 하는 에세이 데이터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어휘 사용 관련 특성

1)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 TTR)이란 단어의 수를 텍스트의

길이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단어 사용의 범위와 다양성을 나타내는 측

정 방식이다(Kettunen, 2014). 이를 학습자의 에세이에 적용하면 다양한

단어 사용이 에세이의 수준과 학습자의 어휘 지식 및 언어 사용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학습자가 작성한 에세이가 적절한 길

이와 문단 구성도 에세이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단어 사용의 범위가 한정

적이고 동일한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을 하였다면 수사학적 관점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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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글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 지식 및 언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언어 사

용에 드러나는 특성으로 단어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N은 토큰(token)을 의미하는데, 토큰이란 에세이 한편에 사용된

전체 단어 수를 뜻한다. V는 타입(type)으로, 타입이란 에세이 한편에 사

용된 다른 단어 수로, 사용된 단어 중 중복 단어를 제외한 단어 수를 의

미한다. 즉 타입-토큰 비율은 전체 사용 단어 중 중복 사용된 단어를 제

외한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입-토큰 비율의 한계는 텍스트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에 있다. 길이가 긴 텍스트일수록 단어의 중복 사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입-토큰 비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시간제한이 있는 영어 에세이 평가에서 한 문장을 작성한 에세이와 한

페이지를 작성한 에세이가 있다고 할 때, 한 문장을 작성한 에세이의 단

어 중복 사용이 없을 경우 한 페이지를 작성한 에세이 보다 타입-토큰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에세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토큰의 수는 증가하게 되지만, 타입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TTR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 로그나

제곱근을 취하여 활용하기도 한다(Malvern & Richards, 2002).

TTR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텍스트의 길이를 통제하기 위한 어

휘 다양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휘 다양성은 대부분 토큰과 타입

의 수를 비교하는 것을 토대로 측정된다. 관련 측정법에는 MSTTR

(Mean Segmental Type-Token Ratio), MATTR(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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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Token Ratio), MTLD(Measure of Textual Lexical Diversity),

HD-D(Hypergeometric Distribution)등이 있다.

MSTTR(Mean Segmental Type-Token Ratio)은 STTR에서 발전된

방법이다. STTR(Standardized Type-Token Ratio)은 텍스트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 타입-토큰 비율(TTR)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텍스트의 길이

를 인위적으로 일정하게 조정하여 표준화된 타입-토큰 비율을 제시하는

방법이다.(Castello, 2013; 이석재, 정채관, 2014). 예컨대, STTR에서는 텍

스트의 길이를 100단어로 제한하고 텍스트에 사용된 최초 100단어에 대

한 타입-토큰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기준은 텍스트의 단어 수

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가장 짧은 길이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산출

하기도 한다. 그러나 STTR의 한계는 텍스트 자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

여 정보 손실과,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MSTTR은 STTR을 텍

스트의 중복 없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Malvern & Richards, 2002). 예컨대, 기준 단위를 50단어로 정한 경우

텍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50단어로 나누어 TTR을 계산하

여 평균을 산출하게 된다. MSTTR의 경우 텍스트별 길이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과 STTR에 비하여

정보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길이 기준 단어 수로

온전히 나누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MATTR(Moving Average Type-Token Ratio)는 MSTTR과 마찬가

지로 사전에 지정한 텍스트 길이 단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하되,

중복을 허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Covington & McFall, 2010).

예컨대 5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 단어에서 50번째 단어까지의

TTR, 다음으로 두 번째 단어에서부터 51번째 단어까지의 TTR을 계산

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끝까지 TTR을 계산하여 평균을 산출한다. 앞

서 언급한 MSTTR과 유사한 방식이나 MSTTR이 단위 TTR을 측정하

는데 있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MATTR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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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MATTR에 있어 단위의 지정은 별도로 제안하

고 있지는 않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측정

목적이 언어 사용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어 반복 사용이 있는지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문서 1- a b c d e f g a b c d e f g

문서 2- a a b b c c d d e e f f g g

예컨대, 위의 각각의 알파벳이 단어라고 할 때 두 문서의 전체 TTR은

동일하지만, MATTR의 단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두 번째 문서의

MATTR이 더 낮게 측정될 것이다. 따라서 MATTR에 있어서는 전반적

인 에세이의 길이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HD-D(Hypergeometric Distribution)는 텍스트 내의 모든 어휘 타입

(type)에 대하여 랜덤 샘플을 추출하여 해당 타입의 토큰이 등장할 확률

을 바탕으로 어휘 다양성을 산출하는 측정법이다(McCarthy & Jarvis,

2007; McCarthy & Jarvis, 2010). 지금까지 제시한 어휘 다양성과 관련

된 측정 방법은 텍스트 내의 단어의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섞지 않은 상

태로 측정하는 연속적인 분석 절차(sequential analysis process)에 해당

한다. 그러나 HD-D는 텍스트 내의 어순(word-order)을 무시하고 단어

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하는 비연속적인 분석 절차(non-sequential

analysis process)를 따른다. 연속적인 분석 절차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

는 고유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연속적인 분석

절차의 경우 정보처리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HD-D는 vocd-D를 간소화한 것으로 vocd-D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에서 무작위 35개 단어, 즉 35개의 토큰에 대하여 100

세트를 무작위 추출하고 각각의 TTR의 평균을 산출한다. 이 과정을 35

개의 토큰에서 50개의 토큰까지 각 100 세트씩 무작위 추출하여 평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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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반복하여 수행한 뒤, 토큰 수에 따른 TTR의 곡선을 형성하여 계수

를 산출하여 최종 값으로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측정

하고자 고안된 방법이 HD-D로 vocd-D와 HD-D의 상관은 0.971정도로

높으며 거의 같은 값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HD-D의 경우 텍스트

내 모든 어휘 타입에 대하여, 45개의 단어를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 타입

의 토큰이 등장할 확률을 각각 산출한 뒤, 각 확률을 합산하여 활용한다

(McCarthy & Jarvis, 2010).

MTLD(Measure of Textual Lexical Diversity)는 텍스트의 단위를 사

전에 지정한 TTR의 단위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법이다(McCarthy &

Jarvis, 2010). TTR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글의 내

용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McCarthy와 Jarvis(2010)에 따르면 TTR의

경우 글의 도입부에서는 주제 및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높아지다가, 어

느 정도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전개가 진행되면 안정권에 이르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즉 주제적 포화(thematic saturation) 상태에 도달하였다

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그림 Ⅱ-2]를 보면 글의 초반에는

TTR의 변화를 거쳐 점차적으로 0.6~0.8 사이로 안정화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MTLD에서는 주제적 포화가 일어난

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을 TTR이 0.72(±0.1)이라고 보고 기준 TTR로 지

정하여 분석에 투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MTLD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단어에서 시작하여 한 단어씩 추가하여 TTR을 산출한

다. TTR이 0.72(±0.1)에 도달하면 1을 더하고 위의 단계를 반복한다.

0.72에 도달하지 못한 텍스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TTR은 TTR 0.72에

도달한 비율에 따라 부여 하게 된다. 예컨대, TTR 0.72로 텍스트를 4번

에 나눌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TTR이 0.887이라고 할 때, 1.00

에서 0.72의 범위에서 0.887이 도달한 비율인 40.4%를, 4+.404=4.404로

부여하게 된다. 이때 텍스트가 TTR 0.72에 도달하게 되는 구간을

Factor라고 하며, 0.72로 나누고 남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구한 값을

Partial Factor라고 한다. MTLD은 총 Factor와 Partial Factor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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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Factor를 전체 단어 수로 나눠준 값을 최종 값으로 부여한다.

[그림 Ⅱ-2] 토큰 수에 따른 TTR

MTLD는 MSTTR의 몇 가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MTLD는 MSTTR과 달리 임의의 수를 지정하여 텍스트를 나누는

대신, 주제적 포화를 드러내는 실증적인 TTR을 투입하여 나누어 분석한

다. 또한 MSTTR에서는 임의의 수로 텍스트를 나누고 나머지 텍스트에

대한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 반면, 정보의 손실 없이 전체 텍스트의 어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cCarthy & Jarvis, 2010).

이상의 타입-토큰 비율과 관련된 측정법은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의 다

양성과 관련이 깊다.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은 텍스트 내에 얼마

나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었는가를 뜻한다(Šišková, 2012). 어휘적 다양성

은 문체론(stylistics),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글의 수준, 어휘 지

식, 언어 능력 등을 드러내는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다(McCarthy &

Jarv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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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코퍼스를 활용한 에세이의 특성

에세이의 수준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특정 어휘나 어구의 빈도를 활용

하기도 한다. 이 때 참조 코퍼스(reference corpus)나 참조 어휘 목록이

활용된다. 먼저 대표적인 참조 코퍼스에는 British National

Corpus(BNC),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 등이

있다. 참조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적 정교성을 측정하는 것은 에세이가

매우 흔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전반적인 에세이

의 질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Kyle & Crossley, 2015).

이에 따라 참조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적 정교성을 측정할 때는 에세이

에 사용된 단어의 참조 코퍼스에서 빈도를 대조하여 점수화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때 참조 코퍼스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단어 사용을 측정하

기 위하여, 학술적 장르(academic genre)와 같은 특정 장르의 참조 코퍼

스를 활용하기도 한다. 참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코퍼스에서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많을수록 단어 사용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참조 어휘 목록에는 Academic Word List(AWL)(Coxhead,

2000), Academic Formulas List(AFL)(Simpson-Vlach & Ellis, 2010) 등이

있다. 참조 어휘 목록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AWL은

학술적 글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목록으로 일상어에서는 상대

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학술적 글쓰기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Kyle & Crossley, 2015).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 중 AWL

에 있는 단어의 빈도 및 비율을 계산하여, 어휘의 장르 특성 반영 정도

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AFL은 학술적 글쓰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구

(phrase)로서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참조 목록이다. AWL과 AFL은

단어의 빈도나 비율을 통하여 에세이의 장르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특성

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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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코퍼스나 참조 어휘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은 N-gram으로 표현할

수 있다. N-gram은 단어의 동시 출현(co-occurrence)을 기반으로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철자 수정(spelling correction), 기계 번역

(machine translation),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zer) 등과 같은

언어 모델링에서 널리 활용되는 자연어 분석 기법이다(Crossley et al.,

2012). N-gram은 기본적으로 동시 출현한 단어의 묶음으로 두 단어일 경

우 Bi-gram, 세 단어일 경우 Tri-gram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N-gram을 에세이의 특성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휘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어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

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단어 이상의 결합을 통하여 관용적 표현

에서부터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구문적 지식, 의미적 구성능력(semantic

compositionality)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Bestgen & Granger,

2014; Granger & Meunier, 2008). 예컨대, ‘there is’, ‘it is’의 경우 존재에

대한 의미론적 지식과 가주어를 만드는 구문론적 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will be’의 경우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구문론적 지식과 비행위적 서술어

(non-verbal predicates) ‘be’에 대한 어휘적 지식을 포함한다. 이처럼 어

휘의 조합은 복합적인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세이의 특

성으로써 N-gram을 활용하는 것은 글의 장르나 수준에 따라 단어의 동

시 출현의 속성을 공유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예컨대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에세이의 경우 외부자료와 에세이 간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N-gram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에세이의

수준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N-gram의 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타입-토큰 비율과 관련된 측정법은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의 정

교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에세이의 어휘적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은 고급 어휘의 사용 등 단어의 수준 및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단어 사용(Siskova, 2012)과 관련이 깊은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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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법적·기술적 오류

에세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단어-문장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오류가 없는 언어 사용이다. 글의 전반적인 수준은 언

어 사용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언어 사용 능력이 높다는 것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에세이는 문법 평가와 같은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

니며, 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글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오류에 대한 특성은 에세이의 수준 평가에 활용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문법적·기술적 오류로는 일치 오류(agreement

error), 동사 사용 오류(verb formation error), 잘못된 어휘 사용(wrong

word use), 구두점 오류(punctuation error), 철자법 오류(typographical

error) 등이 있다(Attali & Burstein, 2006).

다. 글의 길이

에세이의 특성 중 글의 길이는 단순하지만, 에세이의 수준과 관련이

높은 특성 중에 하나이다. Grant와 Ginther(2000)는 학습자 텍스트에 대

하여 품사 부착(tagging)등 컴퓨터를 활용한 분석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

후로 다수의 연구에서 에세이의 길이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에세이의

수준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시간제한이 있

는 환경에서 작성된 에세이의 경우 에세이의 길이와 수준의 관련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에세이의 길이는 쓰기 능력의 유창성

(fluency)과도 관련이 깊다. 쓰기 영역에서 유창성은 “보다 긴 길이로 글

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writers’ ability to produce texts in large

chunks or spans)”을 의미한다(Abdel Latif, 2013). 따라서 글의 길이를

언어 사용 능력 중 쓰기 영역의 유창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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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의 길이는 에세이의 논리 전개를 간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교실 상황이나 표준화 시험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에세

이 시험은 논증적(persuasive)·설명적(expository/informative) 에세이이

다. 논증적·설명적 에세이의 경우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

인데, 실제로 ETS의 e-rater(V.2.)에서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전개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글의 길이를 반영한다(Attali & Burstein, 2006).

비록 길이가 긴 에세이라고 해서 글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이 높은 에세이일수록 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세이의 길이만으로 그 수준을 평가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에세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

성들과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유사도

텍스트의 유사도(text similarity)는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분

야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서 폭 넓게 활

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기계 번역, 서답형 문항 채점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하며, 특히 에세이 채점에 있어서 텍스트 유사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Gomma & Fahmy, 2013; Vijaymeena & Kavitha, 2016). 예

컨대 Pearson의 IEA((Landauer et al., 2003), ETS의 e-rater(Attali &

Burstein, 2006)와 같은 자동채점 프로그램에서 고득점 답안을 기반으로

채점 특성으로 활용하고 있다. 텍스트 유사도는 문서를 벡터화 하여 분

석하는 벡터 기반 모델(Vector-based model)을 사용하며(Vijaymeena &

Kavitha, 2016), 이를 통해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유사

도를 측정한다. 문서를 벡터화하기 위해서는 문서-단어 행렬

(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하여, 해당 문서의 단어빈도가 벡터로

활용된다. 단어를 기반으로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코사

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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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탄 거리(Manhattan Distance) 등이 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측정하여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 유사도 측정법

이다(Li & Han, 2013). A문서와 B문서를 벡터화 했을 때 두 문서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os║║∙║║

∙






  




×



  







  



×

코사인 유사도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1, 서로 독립적인 경우 0, 완

전히 일치하는 경우 1의 값을 가지게 되지만, 단어 빈도가 음이 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유사도 측정법 중

에 하나로 n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접근법이

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두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값이 클수

록 두 문서 간의 유사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두 벡터

요소 간의 차이 제곱합의 제곱근을 계산하여 측정되며(Vijaymeena &

Kavitha, 2016),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맨하탄 거리(Manhattan Distance)는 블록거리(Block Distance)로도 불

리며, 두 벡터간의 거리를 사각형 격자로 이뤄진 지도(grid-like path)에

서 가로지르지 않고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Gom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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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my, 2013). 맨하탄 거리는 각 벡터 요소의 차이의 절대값의 합을 계

산하여 측정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텍스트 유사도는 에세이 채점을 비롯한 텍스트 분석의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유사도 측정법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

다고 제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측정 방법에 따라 유사도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연구 목적 및 의도나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마. 글의 수준

에세이에 사용된 전체적인 문장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글의 수준

(readability)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글의 수준(readability)은 독자가 글

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에세이 채점 특성으로써 글의 수준

은 글꼴 크기, 줄 높이, 문자 간격과 같은 시각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가

독성(legibility)과는 구분되는 영역이다. 글의 수준은 어휘 및 구문의 복

잡성과 관계된 독자의 이해도에 대한 영역으로 주로 읽기 자료에 대한

수준을 판별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Wang et al., 2013). 예컨대, 초등학

생 저학년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인지,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자료인지

판별하기 위하여 글의 수준 측정법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글의 수준은

어휘와 구문론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을 기반으로 주로 선형 회

귀를 활용하여 측정한다(Collins-Thompson & Callan, 2004; Schwarm

& Ostendorf, 2005). 인간 채점 시 채점자가 전반적인 글의 수준을 파악

할 수 있으나, 기계 채점 시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을 활

용하여 글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글의 수준

(readability) 지표 활용하여 자동채점에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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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측정법은 <표 Ⅱ-1>과 같다.

측정법 명 측정 방법

Kincaid
 

 


 

AR I ( a u t oma t e d
readability index)

 

 


 

Coleman-Liau
 

L: the average number of letters per 100 words
S: the average number of sentences per 100 words

Flesch
Reading Ease

  
 


 

Gunning
Fog Index

  





 

 

SMOGIndex





 ×





<표 Ⅱ-1> 글의 수준(readability)의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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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sch Reading Ease를 제외한 측정법은 값이 작을수록 텍스트의 난

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Gunning Fog Index에서 “complex words”는 고

유명사, 복합어 및 합성어(compound words)를 제외한 단어 중 “-ed,

-ing, -es”등의 접미사(suffix)를 제외한 3음절 이상의 단어이다(Bogert,

1985). 제시한 대부분의 측정법은 문장의 수와 단어의 글자 수 또는 음

절의 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의 수를

통하여 구문론적 복잡성을, 단어의 글자의 수 또는 음절의 수를 활용하

여 단어의 수준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ETS의 e-rater의 경

우 학습자의 사용된 단어의 글자 수를 활용하여 어휘 사용 능력을 평가

한다. 한편 DaleChallIndex는 문장의 수와 더불어 필수 어휘 리스트를

활용하여 필수단어 외의 단어를 고급단어로 지정하고 측정하는데, 이는

글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단어의 의미론적 수준(semantic quality)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chwarm & Ostendorf,

2005)([부록 5] 참고). 이러한 측정방법은 상당기간 동안 통용되고 있으

측정법 명 측정 방법

LIX

 





×

A: the number of words
B: the number of periods
C: the number of long words(more than 6 letters)

RIX(Readabi l i ty
Index)



 

DaleChall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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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위 전통적인 측정방법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글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머신 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제

시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 및 타당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의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을 위한 에세이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2> 참고).

세부 영역 개념 주요 연구

어휘사용관련특성

어휘 지식, 언어 능력 등을 드러내
는 특성으로, 텍스트 내 다양한 단
어가 사용된 정도와 관련된 특성
및 고급 어휘 사용 및 사용 단어의
장르 적합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텍스트 내 단어 수준의 정도와 관
련된 특성

Šišková(2012),
McCarthy &
Jarvis(2010)

Šišková(2012),
Kyle &
Crossley(2015)

문법적·기술적
오류

언어 사용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언어 사용에 나타
난 오류의 정도와 관련된 특성

Attali &
Burstein(2006)

글의 길이
글의 전체 길이 및 텍스트에 사용된 전
체단어수

Grant &
Ginther(2000)

유사도
고득점 에세이 및 기준 문서와 유사한
정도와관련된특성

Gomma &
Fahmy(2013),
Vijaymeena &
Kavitha (2016)

글의 수준
글의 전반적인 문장 구사력과 관련
된 독자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정
도와 관련된 특성

Wang et al.
(2013)

<표 Ⅱ-2>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을 위한 특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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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 러닝

가. 머신 러닝의 개념과 특성

1) 머신 러닝의 개념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나 알고리

즘을 생성하고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

는 것을 의미한다(장병탁, 2017; Lantz, 2013; Murphy, 2012).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졌

으며, 이로 인하여 대량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진보된 분

석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머신 러닝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컴퓨팅 및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Lantz, 2013; Murphy, 2012). 머신 러

닝의 주요 목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내재

된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그림Ⅱ-3]참고).

[그림 Ⅱ-3] 머신 러닝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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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머신 러닝과 함께 다루어지는 기법으로 딥러닝(Deep Learning)이

있는데, 딥러닝은 뇌를 모사한 학습 모델로 다수의 신경층을 쌓아 입력

된 데이터가 여러 단계의 특징 추출을 거쳐 자동으로 추상적인 지식을

추출하는 방식이다(장병탁, 2017). 딥러닝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보면 머

신 러닝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데이터 처리 방

식에 대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고자 분류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머신 러닝과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기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많은 부분에서 머신

러닝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

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의 잠재된 패턴이나 예측을 강조하는 머신 러닝

과 달리,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목적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통찰이나 정보를 도출하는 것에 있다(Géron, 2017).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 연구의 한 분야로서 계산 이론, 확률통계학, 컴

퓨터 공학 등 학제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론과 방

법론적인 틀을 확립해 왔다(장병탁, 2017; Domingos, 2015). 1986년 최초

로 머신 러닝 분야의 학술지 Machine Learning 저널이 창간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머신 러닝 분야는 급속도로 성

장과 발전을 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산업부분에 머신 러닝 기술을

적용한 시도와 실제 사례가 등장하면서 머신 러닝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

었으며, 이는 기업의 머신 러닝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와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장병탁, 2017). 머신

러닝 및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제품은 이미 상용

화되고 있으며, 머신 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도 증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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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 러닝의 구분

머신 러닝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류 또는 예측

하거나 군집화하는 등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머신 러닝

은 일반적으로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측을 목표로 하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데이터에 대한 기술·서술을 목표로 하는 비지

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Hastie et al., 2009;

James et al., 2013; Murphy, 2012). 이는 데이터의 출력 변수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지도학습의 경우 입력 변수로부터 출력 변수(반응 변

수)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것인 반면, 비지도 학습은 단지 주어진 입력

변수(설명 변수)만 존재하며 이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나 결과를 추출한

다.

예측을 주요 목표로 하는 지도학습은 다시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

(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의 방법이 있다. 먼저 분류의 목적은

데이터가 속할 범주(class)를 예측하는 것으로 머신 러닝 분야에서 가장

넓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풀기 위해 사

용되고 있다(Murphy, 2012). 스팸 메일 필터링, 식물 종 분류(꽃 분류),

필기(글씨) 인식, 얼굴 인식(이미지 인식) 등이 분류의 예이다. 한편 회

귀는 출력 변수가 연속 변수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분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머신 러닝에서는 고차원의 입력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

다. 주식 동향이나 동영상 시청자의 나이를 예측하거나 날씨, 시간, 온도

센서(sensor) 등을 사용하여 건물의 온도를 예측하는 것이 그 예이다.

데이터에 대한 기술 및 서술을 목표로 하는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군

집 분석(cluster analysis)과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PCA)이 있다. 군집 분석은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특징을 공

유하는 무리나 하위 그룹이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며, 주성분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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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입력 변수를 가지고 있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축소함으로써 데이터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다(Hastie et al., 2009;

James et al., 2013)(<표 Ⅱ-3> 참고).

구분 예시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분류
(classifi-
cation)

스팸 메일 필터링, 식물 종 분류(꽃 분류), 필기
(글씨) 인식, 얼굴 인식(이미지 인식) 등

회귀
(regre
-ssion)

주식 동향 예측이나 동영상 시청자의 나이를 예
측하거나 날씨, 시간, 온도 센서 등을 사용하여
건물의 온도를 예측 등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k-means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ing),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PCA) 등

<표 Ⅱ-3> 머신 러닝의 구분

3) 머신 러닝의 분석 절차

한편 머신 러닝의 분석 절차는 많은 면에서 인간의 학습과 유사한 과

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이 무언가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

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보에 노출되고, 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일

종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지식으로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거쳐

인간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추상화된 정보를 사용하여 학습한 지

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머신 러닝도 데이터 입력(data

input) - 추상화(abstraction) - 일반화(generaliz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Lantz, 2013). 다만 인간의 학습과 기계 학습의 차이점은 인간 학습

의 경우 세 단계가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

지만 기계의 경우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기계 학습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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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Lantz, 2013).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모델이

다를지라도 대부분 공통적인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신 러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데이

터는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변환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데이터 수집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추후 머신 러닝

에 활용될 학습 자료가 된다.

둘째,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탐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머신 러닝

의 결과는 많은 부분 데이터의 질에서 결정될 정도로 머신 러닝에 있어

데이터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인간의 개입이 가장 많이 투

입되며,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추후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연구자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

(dataset)이 완성이 되면 연구 목적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훈련 데이터(train data)에 대하여 본격적인 모델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넷째, 어느 모델이든지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된

모델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검증 데이터

(test data)에 대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후 가능한 경우 모델의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모델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보강하거나 전처리를

수정 및 보완하여 모델의 예측력을 개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Lantz,

2013). 머신 러닝 분석 단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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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머신 러닝의 분석 절차

4) 교육학 분야의 머신 러닝 연구

머신 러닝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교육학 분야 역시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학 분야의 경우, 온라

인 및 이러닝(e-learning) 학습 환경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학습자 관련

데이터, 신문기사와 보도자료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패널 데이터 등 대

량의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통찰이나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에 주요한 관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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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e-learning) 또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같

은 온라인 학습 환경이 확장되면서 학습자의 특성, 패턴을 분석하거나

학습 성과 및 중도 탈락 방지와 관련된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과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머신 러닝 기법을 활

용하고 있다. Yadav & Pal(2012)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활용

하여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ntoneko et

al.(2012)는 이러닝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프로파일을 그룹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

집분석인 Ward’s clustering과 비위계적(non-hierarchical) 군집 분석인

k-means clustering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였는

데, 군집 분석의 경우 자기보고식 데이터와 달리 객관적이며 상당히 분

명한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해당 기법을 적용하

는 데에 있어 세밀한 알고리즘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Palazuelos et al.(2013)은 기존의 소셜네트워크 트위터의 네트워크 분석

기법과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도가 학생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3개년에 걸쳐 분석하였다. 조헌국(2018)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출결, 과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최종 성적

을 예측하고자 k-근접이웃(k-nearest neighbor),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s), 랜덤 포레스

트(Random Forest),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s)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래디

언트 부스팅을 제외한 알고리즘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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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실시하였는데, 주로 텍스트 자료에 대하여 학습 효과나 학생 참여

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Ocharo &

Hasegawa(2018)는 글쓰기 과정에 있어 교수자의 피드백의 종류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

은 초안을 작성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되는데, 이 때 글의 내용에 관한 피드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교수자의 피드백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교수자의 피드백의 종류를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을 활용하여 내용 기반(content related)과 맞춤법,

구두점 사용 등 형식기반(non-content related)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86.3%정도의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charo & Hasegawa,

2018). 또한 Hew et al.(2018)은 MOOC의 18개의 우수강의에 대하여

5,884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24,612건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우수한 강의

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강의 내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6개의 주

제로 분류하고 각 주제별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직접 코딩

한 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에 있어 학생들의 지

속적인 참여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Hadioui et al.(2017)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고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닝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학습 환경 내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면, 실제 교

실 학습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음성데이터, 눈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 러닝의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Blikstein & Worsley(2016)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의 경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한

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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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움직임(action and gesture), 음성자료, 신

경 생리학적 자료, 눈의 움직임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Spikol et al.(2018)은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학생들의 표정, 손의 움직임, 음성자료를 기반으

로 신경망(Neural Network)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과와 관련된 특

성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육관련 텍스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있

는 교육적 통찰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예림, 백순근(2016)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언론 기사 보

도에 대한 버즈 분석 및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topic-modeling) 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의 정책에 흐름에 따른 변화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정책 평가 분야에서 텍스트 분석 기법의 활

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지은, 백순근(2016)은 고등교육분야의

주요한 이슈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교육부 보도자료와

국내 10대 종합일간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

을 활용한 토픽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한편 박현정 외(2017)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신문기사의 메타데

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 및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텍스트 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토픽 분석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

분석과 지역에 따른 토픽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토픽 분석에 대한 다양

한 각도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경건 외(2018)는 과학 교실에서 발생한

담화의 일종인 논변활동에 대하여 논변의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코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논변의 분석

및 코딩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 32 -

논변 활동에 대한 분석 기법 개발 방향을 제공하고, 분석 내용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교육 패널 데이터에 대하여 머신 러닝 기법을 활

용한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 백순근 외(2020)는 OECD에서 주관하는 교

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의 한국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의 교수역량에 미치는 중

요 예측 요인을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

석하였다. 최필선, 민인식(2018) 또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데이터를 머신 러닝의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대졸자의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진은(2015)은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생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에 대한 분석을 의사결정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

였다. 이들 연구는 머신 러닝 기법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그동안 비교

적 시도되지 않았던 머신 러닝 기법을 교육학 데이터에 적용하고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데이터 기저에 존재하는 규칙과 패턴을 추출하여 예측을 하는 머신 러

닝은 데이터의 관리 기술과 고차원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컴

퓨팅 기술이 발달되면서 데이터 분석의 주요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교육학 분야의 경우 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교육적 함의

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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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머신 러닝 알고리즘

1) 나이브 베이즈 분류(Naive Bayesian Classification)

나이브 베이즈 분류(Naive Bayesian Classification)는 특성 변수 간의

조건적 독립을 가정함으로써 특성 변수가 출현했을 때의 사후 확률을 추

정하는 기법이다(염하늘 외, 2014). 예컨대, 연구 목적이 문서 분류라고

한다면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서는 분류하려는 문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변수가 존재할 때 문서가 각 범주에 분류될 확률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갖는 범주로 문서를 분류하게 된다(Hoch, 1994). 만일 문서 분류를

에세이의 등급을 분류한다고 한다면 한편의 에세이 와 에세이의 등급

(수준) 를 각각의 사건으로 볼 때, 에세이 가 주어졌을 때 등급(수

준) 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분류하려는 에세이 의 각 특성을      로 표현하고, 에세

이 가 등급 에 분류되는 사건을 라고 하고 에세이를 구성하는 각

특성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에세이 가 로 분류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만일 각 에세이를 구성하는 단어를 각 특성으로 본다면 에세이 한편이

로 분류될 확률 와 등급  한 문서에서 단어  가 등장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채점 대상 에세

이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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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에세이의수
등급의에세이수

  등급내전체단어빈도수
등급내 단어 의빈도수

2)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은 대표적인 머신 러닝 기법 중 하나로 최대 마진 분

류기(Maximal Margin Classifier)를 확장한 것이다. 먼저 최대 마진 분

류기는 같은 속성을 가진 집단을 분류하는데 있어 일종의 결정 경계인

초평면(hyperplane)을 활용하여 초평면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고자

한다. 예컨대 2차원의 공간에서 초평면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반응 변수가 1 또는 –1의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면

  일 경우 초평면을 기준으로 한편에 위치하게 되며,   일

경우 다른 한편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Ⅱ-5]를 보면 두 집단을

나누는 초평면과 양 쪽 점선 사이의 공간 즉, 마진이 존재 하는데 이 공

간이 최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 마진 분류기라고 하며,

마진의 경계에 위치하는 사례를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라고 한다

(Jame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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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최대 마진 분류기 예시(James et al.,2013)

즉 서포트 벡터 머신은 초평면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몇 개의 상황에

서는 오분류(misclassify)를 허용하여 자료에 대한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

이다. 머신 러닝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에 대하여 오분류를 허용하지 않는 하드 마진(hard margin)

분류를 할 경우 과대 적합이 일어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잘 작동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부분

오분류를 허용하는 소프트 마진 분류를 통해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분류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는 조율 모수(tuning

parameter)로 교차 타당화(cross validation)등을 통하여 연구자가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류하는 결정 경계인 초평면은 선형 함수 뿐만 아니

라 비선형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양한 다항식 커널이나 가우시안 RBF 커널 함수도 적용가능 하다

(Géron, 2017). 한편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진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알

고리즘이지만, 영어 에세이의 경우 등급 또는 점수가 2개 이상의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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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분류기를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모태로 하는 분석 기

법으로, 의사결정나무는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의 공간을 분할

규칙(splitting rules)을 사용하여 계층화 또는 분할하여 단순한 영역들로

공간을 나눈다(James et al., 2013). 의사결정 나무는 반응변수를 설명하

는 설명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줄기(branch)를 뻗어나가 마지막 마디

(node)에서 반응 변수에 대한 영향을 판단한다. [그림 Ⅱ-6]은 야구선수

의 연봉의 예측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322명에 대하여 경력(Years)과 안

타수(Hits)를 포함한 22개의 설명변수를 의사결정 모형으로 예측한 것이

다. [그림 Ⅱ-6]을 보면 의사결정 트리 분석 결과 경력이 4.5년 이상이고

안타수가 117.5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고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6] 의사결정 나무 예시(James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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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의 경우 경력(Years)으로 시작하여 4.5년을 기준으로 분류

하는데, 여기서 변수 경력을 뿌리마디(root node)라고 하며, 뿌리 마디

아래부터 최종 결과 사이의 마디를 내부 마디(internal node)마디 끝의

최종 결과 3개를 끝마디(terminal node)라고 한다(James et al., 2013). 의

사결정 나무에서는 각 마디에서 하나의 변수만 이용되며 이후 인접 마디

는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를 뜻한다(유진은, 2015). 의사결정나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esion Trees)는 설

명변수의 비선형성(nonlinear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최대한 활용

하여 반응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한다(Breiman et al., 2001). 범주형

반응변수일 경우 지니지수(Gini Index), 연속형 반응변수의 경우 분산을

이용하여 설명변수를 선정한다.

의사결정나무의 장점은 먼저 반응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와 범주형인 경

우 모두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회귀분석과 달리 등분산성

가정, 오차항 분포 가정 등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며(최필선, 민인식,

2018), 최종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James et al., 2013).

그러나 의사결정나무는 설명력이 높은 반면 예측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모형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유진은, 2015; 최필선, 민

인식, 2018; Hastie et al., 2009).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노드를 몇 단계까

지 확장할 것인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와 관련된 조율 모수(tuning

parameter)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하위노드에서

어떤 설명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마디에서는 비슷한 영향력이 있

는 설명변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변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로 인하여 자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모형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유진은,

2015). 이에 의사결정나무에서는 검증 데이터(test data)를 활용한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Bagging) 원리를 적용한 의사결정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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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ensemble)이다. 앙상블(ensemble) 기법이란 다수의 예측기를 훈

련시켜 하나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좋은 예측력을 얻고자 하는 기법

을 의미한다. 특히 앙상블 기법 중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훈련하여 예

측하는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한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

정나무를 생성할 때 배깅(Bagging) 원리를 적용하는데, 배깅(Bagging)이

란 “Bootstrap aggregating”의 줄임말로 중복을 허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는 부트스트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Breiman, 2001). 다만 배깅

의 경우 모든 설명 변수를 활용하는데 이로 인하여 나무들 간의 상관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나무들 간의 동질성이 높아지게 하여 분산을 효과

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Hastie et al., 2009). 그러

나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무작위성을 부여하여 설명변수의 일부를 선택

해 나무를 생성한다. 이는 나무 간의 상관성을 제거하게 되며,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즉 랜덤 포레스트는 각각의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표본

과 각 마디에 투입되는 설명변수 집단 모두 무작위로 추출하여 무작위성

(randomness)을 최대로 하여 분산을 낮추어 평균변동을 안정적이게 한

다(James et al., 2013). 이 때 설명 변수의 개수와 부트스트랩 표본은 연

구자가 지정하여야 하는데, Breiman(2001)은 설명변수의 개수에 대하여

반응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를, 연속형인 경우 


을

제안하였다. 최종 결과는 회귀분석에서는 각 의사결정나무의 평균을 활

용하며, 분류에서는 다수결을 활용하여 얻게 된다(Breiman, 2001).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나무의 구조는 의사결정나무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된다.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범주형 반응 변수에는

지니지수(Gini Index) 또는 엔트로피(cross-entropy)를 연속형 반응변수

에는 분산을 이용하여 마디를 결정짓는 변수를 선택한다(James et al,

2013). 먼저 지니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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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번째 마디에서 범주 에 속한다고 예측한 사례의 비

율이다. 반대로 는 범주 가 아닌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예측한

비율이다. 예컨대, 가 이항변수이고, 각 범주로 분류한 비율이 0.5라면,

지니지수는 0.5가 된다. 만일 모든 사례가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즉

 이라고 한다면 지니지수는 0이 된다. 의사결정나무에서는 지니지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위 마디를 생성한다.

한편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위 식에서 앞서 언급한 지니지수의 예와 동일하게 번째 마디에서

 인 이항 변수라고 할 때 각각의 범주에 속할 확률이 0.5로 동일하

면 1이 되며,  또는 일 때 지니지수와 마찬가지로 0이 된다.

따라서 지니지수와 엔트로피는 매우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응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분산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의 구조

를 결정하게 된다. 회귀나무에서는 각 마디의 분산을 최소화되도록 계산

하며, top-down, greedy의 방식을 취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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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은 일 때의 반응변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설명변

수 가 있다고 할 때 설명 변수의 공간을 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산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의 과정을 뿌리 마디에서부터 지

정된 끝마디의 개수가 될 때까지(top-down) 각 마디마다 분산의 합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greedy) 반복하게 된다(James et al., 2013;

Hastie et al., 2009).

랜덤 포레스트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OOB(Out-Of-Bag)의 분

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OOB 자료는 랜덤 포레스트에서 부트스트랩 표

본 추출 시 선택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2)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러한

OOB 자료를 검증 자료(test data)나 교차검증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Géron, 2017),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중요도 지수에도 활

용되기도 한다(김미림, 박민호, 2019).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무작위성을 최

대로 하여 예측오차를 줄여 예측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모형을

제공할 수 있다(박창이 외, 2013; 유진은, 2015; Breiman, 2001). 둘째, 표

본 추출뿐만 아니라 예측인자인 변수의 선택에서도 무작위성을 부여하여

변수간의 상관이 높은 경우에도 강건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의

사결정나무와 달리 연구자가 성장과 가지치기 등과 관련된 조율모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결과에 있어 의사결정나무와 같이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결정나무에서는 하

나의 나무로 결과를 도출하여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

2) 평균적으로 각 예측기에 사용되는 훈련 자료는 63%정도이며, 37%가 OOB 자료

가 된다. 이는 m개의 자료를 선택한다고 할 때의 확률은 


이고 이를 m번

반복할 때 선택되지 않을 확률은 


이다. 이를 정리하면 이 값은 과

같아지며, 선택될 확률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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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

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예측에 어떤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설명변수의

중요도 지수(Importance Index)를 통해 변수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

악할 수 있다. 중요도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

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MDA(Mean Decrease Accuracy)와 불순도

의 감소를 기반으로 하는 MDG(Mean Decrease Gini)가 있다. 먼저

MDA에서는 OOB 데이터로 검증 자료를 생성한 뒤 오분류율(1-정분류

율)을 계산하고 저장한다. 다음으로 특정 설명 변수를 제외한 뒤 오분류

율을 계산하고 저장한 뒤, 앞서 저장한 오분류율과 특정 설명 변수를 제

외한 오분류율의 차이를 계산한다. 위 과정을 나무의 개수만큼 반복한

뒤 각 변수에서 계산된 평균으로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특정 설

명 변수를 제외하는 경우, 해당 변수에 속하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

서 재조합(permutation)을 통해 제외한다. 예컨대, 성별 변수를 제외하고

자 한다면 각 표본에 대하여 남, 여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다. 특정

변수를 제외하였을 때 오차율의 차이가 커질 경우 예측 오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불

순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MDG는 지니지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MDG에서는 각 변수가 분기될 때 지니지수의 변화를 기반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지니지수는 각 의사결정나무에서 특정 변

수의 지니지수의 감소를 평균값을 활용한다. 불순도가 낮아질수록 지니

지수가 감소하므로 분기점에서 지니지수가 감소하는 하는 폭이 클수록

변수의 중요도가 높다(Calle & Urrea, 2011; Strobl et al., 2007).

또한 부분 의존성 도표(Partial Dependence Plot)도 랜덤 포레스트의

해석에 활용된다. 부분 의존성 도표는 특정 설명 변수에 대하여 반응변

수에 대한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보여준다(Freidman, 2001). 부분

의존성 도표를 통하여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간의 관계가 선형관계인지,

단조로운지 아니면 복잡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분 의존성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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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X축은 관심 변수의 범위이며 Y축은 예측에 대한 관심 변수의 범위

에 따른 영향력을 보여주는 부분 의존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부분 의

존성 도표는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또

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변수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관심 변수를 제외한 변수를 통제한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제한이 있다. 부분 의존성 도표의 제시에 있어서는 중

요도 지수가 높은 변수들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유진은,

2015).

다.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영어 에세이 채점

1)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자동채점은 채점자가 채점 대상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 학습과 훈련

을 통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답안에 동일한 점수 및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컴퓨터(기계)에 적용한 것이다(이용상 외, 2013). 즉 자동채점은

인간의 채점 활동을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채점하는 것을 의

미하며, 크게 구술형 답안과 서답형 답안에 대한 자동채점으로 나눌 수

있다. 서답형 답안에 대한 자동채점은 크게 단문형 답안 채점과 에세이

형 답안 채점으로 나뉜다(노은희, 성경희, 2014). 단문형 답안 채점은 내

용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단어나 내용에 대한 유무에 초점을

두는 반면(노은희, 성경희, 2014; Butcher & Jordan. 2010), 에세이형의

답안은 언어 사용의 정확성이나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 등을 중심으

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동채점은 궁극적으로 인간 채점 데이터 분석

을 바탕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점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답형 답안의 채점에 대하여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자

동채점(automated scoring)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교과 영역에 걸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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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가 수행되었다(Nehm et al., 2012; 하민수, 2016; 천민아 외,

2015).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컴퓨터에 의하여 작문을 평가하는 일종의 측

정기술이며(Shermis & Burstein, 2003), 특히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자동화된 에세이 채점(Automated Essay Scoring: AES)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자동채점에서 컴퓨터는 인간의 언어를 직접 해석하거나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작문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intrinsic characteristics)을 드러

내는 관찰 가능한 요소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Shermis et al., 2010). 따

라서 작문의 특성을 어떤 언어적·텍스트적 특성(feature)으로 드러내고

분석 하느냐에 따라 분석 모델이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개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학습자의 에세이의 수

준을 구분 짓는 내재된 언어적·텍스트적 특성이 무엇인지 추출하는 것과

추출한 특성을 기반으로 점수 또는 등급을 부여하는 단계이다.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개발 과정은 먼저 영어 에세이의 언어학적 특성

(linguistic feature) 또는 텍스트 특성(textual feature)을 정의한 뒤,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자동채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의 특성과 에세이의 점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알고리즘 개발을 단계적으

로 살펴보면, 먼저 에세이 자료의 표집 단계에서 인간 채점자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된 에세이 자료가 수집되며, 이 때 표집 크기의 적절성, 각

집단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다음은 에세이의 수준을 드러내는

언어적·텍스트적 특성을 정의한다. 그 다음은 모델 설계 단계로 앞서 정

의한 텍스트의 특성에 기반 하여 자동채점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수를 부여하는 자동채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 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 특성 정의 및 추출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종합하면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개발은 크

게 에세이의 질과 관련되는 언어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텍스트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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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적인 특성 및 패턴으로부터 점수를 산출하는 적절한 방식을 구축

하는 채점 알고리즘 분석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채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세이 채점을 위한 텍스트 특성을 파

악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결정을 하는 알고리

즘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동일한 텍스트 특성에 대하여 알고리즘에 따

라 부여하는 점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용상 외, 2013). 따라서 자

동채점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따른 예측력을 비

교·분석하기도 한다. 자동채점에 적합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집한 에세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

이터로 나누고 훈련 데이터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 테스트 데이

터로 예측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에세이 자동채점의 경우

전체 에세이 데이터가 공유하는 특성이나 각 채점 영역에 따라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예측력을 검정하

기 보다는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탐색하기도 한다.

2)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관련 주요 연구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자동채점 모델이 최초

로 소개된 1960대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대표적인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선형회귀 분석

을 기반으로 하는 PEG(Page, 2003), 자연어 처리와 통계적 기법을 활용

하는 ETS의 e-rater(Attali & Burstein, 2006)와 IntelliMetricTM(Elliot,

2003), 잠재의미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를 기반으로 하는

Pearson 사의 IEA(Landauer et al., 2003), 베이지안 이론(Bayesian

theorum)을 바탕으로 하는 BETSY(Rudner & Liang, 2002) 등이 있다.

각 프로그램에 사용된 분석 방법 및 머신 러닝 기법은 다음과 같다.

PEG(Project Essay Grader)는 1966년 초기의 버전을 출시한 가장 오

래된 자동채점 프로그램이다. PEG의 특징은 에세이의 길이, 철자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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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오류, 전치사, 관계사나 품사별 단어의 수 등 에세이 표면에 드러난

정보를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PEG에서는 일반적인 머신 러닝 분석

에서와 같이 훈련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점수대 별 표면적 언어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평가할 에세이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을 취한다. 이 때 표면적 언어의 특성과 인간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 간

의 관계를 선형회귀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Valenti et al., 2003). PEG의 장점은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이나, 에세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ETS의 e-rater는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에세이

의 특성을 추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Dikli, 2006). 여기서의 자연어 처리

는 품사 부착(Part-of-Speech taggers)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처리를 포

함하여(Cotos & Pendar, 2008), 코퍼스 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에세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문론적 구조나 수사학적 구조가 드러

나는 언어 사용을 분석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Burstein, 2003).

E-rater의 경우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최종 점

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간 채점자와 자동채점 간의

87%에서 94%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Valenti et al.,

2003).

Vantage Learning의 IntellMetricTM은 ETS의 e-rater와 같이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며 인공지능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자동채점 프

로그램이다. 자연어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품사 부착을 통하여 문장의

구문론적 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표준 영어(standard American English)

와 같은 참조 코퍼스(reference corpus)와 비교하는 형태로 분석을 한다.

IntellMetricTM은 300개 이상의 의미론적 특성, 담화적 특성, 구문론적

특성을 바탕으로 글의 구성이나 문장의 구조와 응집성(coherence)을 파

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Elliot, 2003;

Shermi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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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Intelligent Essay Assessor)는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

Analysis: LSA)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채점 프로그램이다. IEA는 다른

자동채점 프로그램과는 달리 내용을 중시하는 자동채점 프로그램으로,

잠재 의미 분석은 단어의 동시 출현(co-occurrence)을 기반으로 하는 문

서 색인(indexing) 또는 텍스트 검색을 위한 기술이다. 잠재 의미 분석을

에세이 자동채점에 활용하여 고득점을 받은 에세이에 대하여 단어의 분

포를 분석하고 이와 채점 대상 에세이를 비교 분석한다. LSA의 전제는

고득점 에세이 또는 전문가 에세이나 교과서와 같은 우수한 데이터에 있

는 단어 사용과 학생이 작성한 우수한 에세이는 단어 사용에 있어 일정

한 공통점이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IEA는 에세이의 내용에 중점을 둔 알고리즘이 사용

되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한 설명문과 같은 에세이 평가에 더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Landauer et al., 2003; Shermis et al., 2010).

BETSY(Bayesian Essay Test Scoring System)은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Naive Bayesian Classification)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에세이를 분

류하는 것에 목적을 둔 자동채점 프로그램이다. BETSY에서는 영어 에

세이를 내용과 문체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3개 혹은 4개의 수준(예컨대,

extensive, essential, partial, unsatisfactory)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Valenti et al., 2003; Rudner and Liang, 2002). BETSY에서는 단어

사용을 채점 특성으로 사용하며, 각 수준의 특징에 따른 단어 및 어구가

등장할 확률 분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최종 등

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BETSY는 평균적으로 80% 정도의 정확

도를 보고하고 있으며(Rudner & Liang, 2002), 다른 자동채점과 달리 분

류 모형을 통하여 영어 에세이에 대한 자동채점을 하는 것이 구별 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12년 예측 모델 및 분석 플랫폼인 캐글(Kaggle)에서 휴렛

(Hewlett) 재단이 주최한 에세이 자동채점 경진대회(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 ASAP) 개최 이후, 연구자들은 다양한 머신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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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 Term Memory: LSTM) 등 딥러

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였다(Taghipour & Ng, 2016; Zhao et

al., 2017). 그동안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하여 에세이의 수준을 구분

하는 언어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성능

을 분석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는데,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효과적인 자질을 찾는 것은 시

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며, 자동채점 모델의 성능은 미리 정의된 자질

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는데, 신경망 모델을 통하여 에세이 점수의 예

측을 특정한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예측하고자 하는 접근이 있었다.

Taghipour & Ng(2016)은 기존의 특성 중심의 자동채점 모델의 경우

에세이 데이터셋이 공유하는 언어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선택하는데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지적하며,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자동채점 모델을 제안하였다. Taghipour &

Ng(2016)의 순환 신경망을 활용한 자동채점 모델은 평균 0.7의 채점자

간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영어 에세이의 자동채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

추출 및 정의 단계를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는 것이 특

징이다.

Zhao et al.(2017)은 딥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메모리 연결망(Memory

Networks)을 활용하여 자동채점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

교적 최근에 소개된 기법인 인간의 기억장치를 모사한 딥러닝 모델인 메

모리 연결망(Memory Network)을 자동채점 모델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자연어처리에 대한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메모리

연결망은 많은 양의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채점 모델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Zhao et al.(2017)이 제안

한 자동채점을 위한 메모리 연결망 모델은 총 4개의 층으로 ‘입력층

(Input Representation Layer)’, ‘메모리 처리층(Memory Ad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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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메모리 읽기층(Memory Reading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입력 층에서는 작성된 에세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벡터화 한다. 다음으로 메모리 처리 층에서는 각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에세이를 샘플로 지정하고 채점되지 않은 데이터

를 대상으로 샘플 에세이의 가중치를 부여한 벡터를 산출한다. 메모리

읽기층에서는 메모리 처리층에서 산출된 값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메모리 입력층과 메모리 처리층은 다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반복수

행을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출력 층에서는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Zhao et al., 2017). Zhao et al.(2017)의 메모리 연결망을 활용

한 자동채점 모델은 평균 0.78의 채점자 간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자동채점 관련연구는 영어 서답형 답안에 대한 연구

(진경애 외, 2006; 2007; 2008) 이후 영어 에세이로 확장되었으며,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연구는 2013년에 수행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시기자 외, 2013; 이용상 외, 2013)가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영어 자동채점 에세이 관련 연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경애 외(2006)의 연구는 국내 초기의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로 문장 수준의 작문에 대한 자동채점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설계·

개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점수 산출 방법을 개발하고 인간 채

점자가 부여한 점수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간 채점자와 자동

채점 사이의 상관은 평균 약 0.8 정도였으며, 평균 정확 합치도는 68%였

다. 이와 더불어 진경애 외(2006)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분석과

문법 규칙과 관련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비록 문장 수준의 시도였지만

향후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진경

애 외, 2007)에서는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상용화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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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응답에 대하여 분석하였던 것에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중학생 전

체 학생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인간 채점자와 자동 채점 간의 상관이 다

소 낮으며 인간 채점자와 자동 채점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도 인간

채점자 간의 문항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경애 외(2007)

의 연구의 경우 문장에 대하여 자동 채점을 수행하는 방법을 오류 코퍼

스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단 이상 수준의 글을 평가하는

것에 제한을 가지게 된다. 즉 특정 문장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규정하고

코퍼스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학생

의 작문에 대하여 오류 기반의 제한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사전에 정의된 문항 밖에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만이

가능하다.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방안 연구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문장

수준의 평가를 수정 및 보완하고 문단 수준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진경

애 외, 2008). 문단 수준의 평가를 위해서 Vantage Learning의

IntelliMetricTM의 자동채점 모델을 도입하여 시도하였다. 3차년도 연구

의 경우 문장 수준의 평가를 문단 수준의 평가로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

의가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평가 기준을 문항을 출제한 교

수자나 기관이 아닌 IntelliMetric의 기준에 의하여 역으로 자동 채점의

기준에 대하여 인간 채점자가 교육·훈련을 받아 일치도와 상관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방식의 자동 채점 방식은 제한된 주제 혹은 문항에 관한

평가로 제한되며, 평가 기준을 한국인 학습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

여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영역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동채점 모델을 개발하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따른 예측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개발한 모형은 언

어처리기, 오류분석기, 그리고 자동채점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신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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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하여 채점모델 생성을 하고 자동채점을 통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이용상 외, 2013; 시기자 외, 2013). 먼저 언어처리기

와 오류분석기를 통해 형태소 분석 등의 언어 분석과 문법 오류 검사를

수행하고, 에세이의 언어적인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생성한

다. 다음으로 자질 추출·선택기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언어적 특성에

대한 값을 벡터(feature vector)를 생성한다. 다음으로는 머신 러닝 알고

리즘에 의하여 인간 채점자에 의하여 부여된 점수와 특성 벡터와의 관계

를 분석하여 모델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검증 데이터의 에세이를 투입

하고 채점된 에세이에 시행했던 대로 언어처리기, 오류분석기를 통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언어적 특성에 대한 값으로 구성된 벡터를 생성한 뒤

최종적으로 채점된 에세이를 기반으로 했던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기반

모델에 따라 최종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채점 모델에 투입된 특성은 과

제완성(전체 단어 수, 특정 어구의 출현 횟수 등), 내용(고득점 답안과의

의미상 거리 등), 구성(특정 담화표지 출현 횟수 등), 언어 사용(철자 오

류 개수, 문법 오류 개수 등) 총 123개 특성 중 100개의 특성을 투입하

였으나, 투입한 100개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

다. 이용상 외(2013)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더 예측력이 우수한지 분석

하였다.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y: ME)와 서포트 벡터 회귀

(Support Vectro Regression: SVR)에 대하여 모형에 투입해 본 뒤 어떤

알고리즘이 인간 채점자와 자동채점 간의 상관이 높은지 제시하였다. 그

결과 두 알고리즘 모두 두 명의 인간 채점자 사이의 상관과 한 명의 인

간 채점자와 자동채점간의 상관이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

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인간 채점자가 평가했을 때의 상

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어 에세이에 대하여 문단 이상 수준의 자동

채점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알고리즘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하여 자동채점에 있어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용상

외(2013)는 알고리즘에 따라 예측력 및 최종 점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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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하여 자동채점 모델을 탐색 및 적용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에세이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오류 분석기에 투입된 오류의 기준과, 특성 추출에 투입된 언어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기자 외(2013)는 국가영어능력평가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국가영어능력평가 쓰기 시험은 인간

채점자 2명이 채점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인에 대하여 자동채점 프로그

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채점자간 상관 계수 분석을 통한

신뢰도 분석,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채점자 엄격성, 일반화 가능도 계

수 비교, 채점 시간 및 비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에 있어 인간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자동채점과 인간채점자 간의 신뢰도 보다 높았지

만, 차이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엄격성 지수 분석 결과 인간 채

점자의 경우 엄격성 지수의 편차가 큰 반면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평가에의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화 가능도 계수에 기초하여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인간채점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채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채점 시간

및 비용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의 비용만 해결이 된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채점이 채점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영어 자동채점 관련하여 개인 연구자들은 자동채점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탐색 및 분석과 단문형 답안에 대한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이공주(2014)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중등 수준

의 단문형 영어작문 자동채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의 답안은 그

림과 상황, 그리고 작문에 필요한 중심 영단어를 제공하고 10단어 내외

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최종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에 있

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일종의 모범 답안인 ‘개념 답안’을 제안하여 사

용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순차적 최소 최적화

(Sequential Minimal Optimization: SMO),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이었으며 각 채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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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 조합을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7-0.8였으며, 인간채점자와 자동채점

간의 차이가 1점 이하인 유사 일치도는 0.8-0.9 수준 이었다. 이 연구에

서는 각각의 채점 영역에 따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예측이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의 조합을 적용한 모델을 적

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전문가 그룹이 미리 지정한 각 점수대

별 모범답안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개념 답안에 따라 점수의 예측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관련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 중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의 경

우 사용된 분석 기법이나 알고리즘 및 특성 정보에 대해서 일부만 공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예컨

대, PEG(Page, 2003)와 Intellimetric(Elliot, 2003)은 수십여 개의 특성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e-rater

V2(Attali & Burstein, 2006)의 경우 일부인 10개의 특성에 대해서만 공

개하고 있다. 국외에서 수행된 개인 연구자 수준의 연구는 주로 딥러닝

을 활용한 연구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활

용을 위해서는 실제로 자동채점 모델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인데, 딥러닝

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주로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를 벡터화하여 특성으

로 활용하며, 은닉층(hidden layer)과 같은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

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석에 제한이 있다. 국내 연구 또한 평가연구

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따른 예측력에 대한 정보

와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투입된 특

성이나 특성 추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에서 수행된 개인 연구자 수준의 경우 다양한 머신 러닝 및 딥러닝 기법

을 적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단문형 답안에 대한 연구라는 것

에 제한이 있다. 종합하면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특성 추출이라는 중

요한 단계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특성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이고 주

로 예측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선 학교, 대학 입학 전형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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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성 및 특성 추출에 대

한 정보와 그에 따른 예측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명
연구자(연도)

연구 주제 분석기법

PEG
(Page, 2003)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Ÿ 표면적 언어 특성 추출 및
선형회귀

e-rater(ETS)
(Attali &

Burstein, 2006)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Ÿ 자연어 처리 및 선형회귀

IntelliMetricTM
(Vantage
Learning)
(Elliot, 2003)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Ÿ 자연어 처리 및 다중 모델

IEA(Pearson)
(Landauer et al.,

2003)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Ÿ 잠재의미분석(LSA)

BETSY
(Rudner &
Liang, 2002)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Ÿ 베이지안 분류 기반

이용상 외(201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확성 검
증

Ÿ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ME),

Ÿ 서포트벡터회귀(Suppor t
Vector Regression: SVR)

시기자 외(201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
기 자동채점 프로그램 성
능 검증

Ÿ 학생 응답 자료에 대한 자
동채점 결과와 인간채점
결과의 비교․분석(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엄격성,
검사점수의 일반화 가능도
계수, 채점 시간 및 비용)

<표 Ⅱ-4> 국내·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관련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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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특징이 다른 두 에세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먼저 YELC(Yonsei English Learners’ Corpus)는 국내 대학 신

입생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이다. YELC는 주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

는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외국어 사용 능력과 글쓰기 능력에 초점이 맞

춰진 영어 에세이 평가이다. YELC는 한 문장으로 구성된 6개 주제 중

무작위로 배정받은 주제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다음으로 ASAP(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는 미국 내

7-10학년 학생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이다. ASAP는 주로 영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는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사고력, 논증력 등 글쓰기 능력에 초

점이 맞춰진 에세이 평가로 ASAP의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한 단

락 정도의 지문을 보고 작성되었다.

두 분석 자료는 영어로 작성한 에세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

나 작성자가 YELC의 경우 주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화자(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인 반면, ASAP의 경우 주로 영어를 모

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화자이다. 이에 YELC의 경우 외국어 사용 능

력과 글쓰기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ASAP의 경우 사고력, 논증력

등 글쓰기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에세이 평가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각 데이터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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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YELC(Yonsei English Learners’ Corpus)

연세대학교 신입생 영어 에세이 데이터(이하 YELC)는 대학생 신입생

이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작성한 논증적 에세이를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

다.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였으며, 주제

는 6개의 주제 중 무작위 배정된다(<표 Ⅲ-1> 참고). 시험에 참여한 학

생들은 영어 원어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대학 입학 학생과 시험 면제

에 해당하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을 제외하고 참여하였

다(이석재, 정채관, 2014).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는 해당 대학 소속의

원어민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며, 평가

기준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CEFR)을 토대로 글의 전반적인 총체적 평가(holistic

evaluation)를 통해 최종 등급을 부여하였다([부록 1] 참고).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방안을 위한 것으로 분석을 위해 주

로 단문 형태로 작성된 가장 낮은 등급의 에세이는 장르적 특성에 적합

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작성된 에세이 중 일부 한글을 포함하고 있

는 7개의 에세이를 제외한 뒤 총 3,236개의 에세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각 등급에 따른 에세이의 수는 <표 Ⅲ-2>와 같다.

구분 주제

1 the pros and cons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2 public smoking

3 using a cell phone while driving

4 animal experiments for human products

5 using your real name on the Internet

6 mandatory military service

<표 Ⅲ-1> YELC 데이터 에세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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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에세이 수

A1+ 185

A2 683

B1 1,170

B1+ 702

B2 378

B2+ 81

C1 37

합계 3,236

<표 Ⅲ-2> YELC 데이터의 수준에 따른 에세이의 수

나. ASAP(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

휴렛(Hewlett) 재단의 학생 평가 경진대회용 영어 에세이 데이터(이하

ASAP)는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에 2012년 공개

된 데이터로 미국 내 7-10학년의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 데이터이다. 총

8개의 세트로 각 세트의 에세이는 동일한 주제 및 지문에 관한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 세트 1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데이터는 비교적 짧은 글을 읽고 작성하

는 설득적·서술적·설명적(persuasive · narrative · expository) 에세이로

총 1,783편이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제시문 및 지문은 [그림 Ⅲ-1]과 같다.

데이터는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한 점수화된 데이터

(pre-scored data)로, 평가 방식은 글쓰기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총

체적 평가(holistic evaluation)로 수행되었다. 평가자는 1점에서 6점의 점

수를 부여하며, 두 명의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로 부여하였

다([부록 2] 참고). 채점자 간 점수가 인접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자

의 점수로 최종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1,783편 중에 전문가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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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경우는 없었다. 각 점수에 따른 에세이의 수는 <표 Ⅲ-3>과 같다.

P rompt

More and more people use computers, but not everyone agrees
that this benefits society. Those who support advances in
technology believe that comput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people. They teach hand-eye coordination, give people the ability
to learn about faraway places and people, and even allow people
to talk online with other people. Others have different ideas.
Some experts are concerned that people are spending too much
time on their computers and less time exercising, enjoying
nature, and interacting with family and friends.

Write a letter to your local newspaper in which you state your
opinion on the effects computers have on people. Persuade the
readers to agree with you.

[그림 Ⅲ-1] ASAP 데이터의 에세이 제시문 및 지문

점수 에세이 수

2 10

3 1

4 17

5 17

6 110

7 135

8 687

9 334

10 316

11 109

12 47

합계 1,783

<표 Ⅲ-3> ASAP 데이터의 점수별 에세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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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한 영어 에세이의 자동채점 방안

을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채점 모델에 투입할

채점 특성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데이터와 추출한 특성을 기반으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데이터 전처리

이 연구에서는 자동채점에 적절한 채점 범주의 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 데이터에 대하여 채점 범주의 수를 조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3)

1) YELC

YELC 데이터는 최종 결과가 A1+에서 C1까지 총 7개의 등급으로 이

루어져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등급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재코딩

하였다. 채점 범주 수에 따른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채점 범주의 수를 7개에서 2개까지 조정하여 각각 분석에 투입하였으

며, 조정한 채점 범주에 따른 에세이 수는 <표 Ⅲ-4>와 같다.

3) ASAP 데이터는 머신 러닝 경진을 위한 분석 데이터로 데이터 자체에 고유
명사, 숫자 등에 대한 무기명처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YELC 데이터는 코퍼
스 데이터로 내용과 관련 없는 응답 및 에세이와 관련이 없는 특수기호 등
불순물 제거가 반영된 데이터이며,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라는 특성을 반영
하여 별도의 불순물 제거에 대한 전처리는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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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A1+) 185 185 185
868 868

2,0382(A2) 683 683 683

3(B1) 1,170 1,170 1,170 1,170 1,170

4(B1+) 702 702 702 702

1,198 1,198
5(B2) 378 378

496 4966(B2+) 81
118

7(C1) 37

합계 3,236 3,236 3,236 3,236 3,236 3,236

<표 Ⅲ-4> 데이터 채점 범주 수에 따른 에세이 수

2) ASAP 데이터

ASAP 데이터는 최종 결과가 2점에서 12점까지의 점수로 이루어져 있

으나, 5점 이하의 에세이에 대하여 1점으로 재코딩하여, 1점에서 8점까지

총 8개의 채점 범주로 조정하였다. 채점 범주 수에 따른 랜덤 포레스트

의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점 범주의 수를 8개에서 2개까지 조정하

여 각각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조정한 채점 범주에 따른 에세이 수는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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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 45
155 155

290 290 290
977

2 110

3 135 135 135

4 687 687 687 687 687
1021

5 334 334 334 334 334

806
6 316 316 316 316

472 4727 109 109
156 156

8 47 47

합계 1,783 1,783 1,783 1,783 1,783 1,783 1,783

<표 Ⅲ-5> ASAP 데이터 채점 범주 수에 따른 에세이 수

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특성 구성 요소

이 연구에서는 두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하여, 언어 사용과 관련된 채

점 특성과 논증력 및 주장 전개 능력, 수사학적 요소와 관련된 채점 특

성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이상으로 분

류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채점 특성에 대한 추출 방

법은 다음과 같으며, 분석에는 python과 Taales4)를 활용하였다.

4) Taales(TOOL FOR THE AUTOMATIC ANALYSIS OF LEXICAL
SOPHISTICATION): 영어 어휘사용에대한인덱스를제공하는파이썬기반의공개프
로그램(https://www.linguisticanalysistools. org/taa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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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문장 수준

영어 에세이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단어-문장 수준의 특성으로 코퍼스

언어학 및 전산 언어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 문법적·기술적 오류

(grammatical·mechanic error)를 선정하였다.

먼저 어휘 다양성과 관련하여 타입-토큰 비율(TTR)을 분석하였다. TTR

의 경우 계산이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나, 텍스트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에세이 자

료의 경우 길이가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로

그 TTR과 TTR의 제곱근을 투입하였다. 또한, 지정 단위에 대한 TTR의 평

균을 활용하는 MSTTR(Mean Segmental Type-Token Ratio),

MATTR(Moving Average Type-Token Ratio)을 어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MSTTR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서를 기준 단위로 나누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나눈다. 예컨대,

5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50번째 단어까지, 51번째 단어

부터 100번째 단어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여 나눈다. 둘째, 각 문서를 기준

단위로 나눈 뒤 기준 단위 미만의 단어는 제거한다. 셋째, 기준 단위 당

TTR을 계산한 뒤, 평균을 최종값으로 부여한다. 다음으로 MATTR의 측정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서를 기준 단위로 나누되, 기준 단위의

중복을 허용한다. 예컨대, 50단어를 기준 단위로 한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50단어까지, 두 번째 단어부터 51번째 단어까지 나누는 방식으로 문서의 끝

까지 나눈다.5) 둘째, 각 문서에서 기준 단위 미만의 단어가 남을 경우 제거

한다. 셋째, 각 기준 단위의 TTR을 계산한 뒤 평균을 최종값으로 부여한다.

이 연구에서 MATTR과 MSTTR의 기준 단위는 50단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어휘 다양성 측정법은 텍스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텍스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측정법인 HD-D와

5) 이러한 방법을 “moving average”라고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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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LD(Measure of Textual Lexical Diversity)를 분석하였다. 먼저 HD-D는

McCarthy와 Jarvis(2007)가 제시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TLD의 경우 전

체 문서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MTLD의 디폴트(default) 값과 일정 단위의

MTLD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Moving Average MTLD를 분석하였으며,

Moving Average MTLD의 기준 단위는 50단어로 지정하였다. 또한 Moving

Average MTLD를 순방향 MTLD와 역방향 MTLD의 평균을 활용하는

Bi-directional MTLD(McCarthy & Jarvis, 2010)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코드는 [그림 Ⅲ-2]와 같다. 어휘 다양성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인 pandas, 어휘 다양성 분석 패키지인

lexical diversity와,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패키지인 nltk를 불러온다. 둘째, 분

석 대상 데이터를 불러온 뒤, 텍스트 분석의 정규화 기법인 표제어 추출

(lemmatization)6)을 실시하였다. 셋째, 표제어 추출이 적용된 각 문서에 대하

여 어휘 다양성 특성 분석을 반복 수행시켰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용이하게

각 특성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 저장하였다([그림 Ⅲ-2] 참고).

from lexical_diversity import lex_div as ld
import nltk
import pandas as pd

data=pd.read_csv("C://데이터 파일 경로", header=0, delimiter=",")
data.head()

#lemmatize
flt = ld.flemmatize(data['Text'][1])

#Simpe TTR
simple_ttr=[]
for i in lemma:

simple_ttr.append(ld.tr(i))

6) 표제어 추출은 단어에서 기본 사전형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사용된 단어의 뿌리를 찾아 기본형으로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

대, ‘am’, ‘are’, ‘is’의 표제어는 ‘be’이며, ‘had’, ‘has’의 표제어는 ‘hav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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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TTR
log_ttr=[]
for i in lemma:

log_ttr.append(ld.log_ttr(i))

#root TTR
root_ttr=[]
for i in lemma:

root_ttr.append(ld.root_ttr(i))
#Mean segmental TTR (MSTTR)
msttr=[]
for i in lemma:

msttr.append(ld.msttr(i))

#MATTR
mattr=[]
for i in lemma:

mattr.append(ld.mattr(i))

#Hypergeometric distribution D (HDD)
hdd=[]
for i in lemma:

hdd.append(ld.hdd(i))

#Measure of lexical textual diversity (MTLD)
mtld=[]
for i in lemma:

mtld.append(ld.mtld(i))

#Measure of lexical textual diversity (moving average, wrap)
mtld_ma_wrap=[]
for i in lemma:

mtld_ma_wrap.append(ld.mtld_ma_wrap(i))

#Measure of lexical textual diversity (moving average, bi-directional)
mtld_ma_bid=[]
for i in lemma:

mtld_ma_bid.append(ld.mtld_ma_bid(i))

lexical_diversity_df = pd.DataFrame({'ID': data['Student ID'],'Grade':
data['Grade'], 'Simple_TTR':simple_ttr,'log_TTR': log_ttr, 'Root_TTR':
root_ttr,'MATTR': mattr, 'MSTTR': msttr, 'HDD': hdd, 'MTLD': mtld,
'MTLD_MA_WRAP': mtld_ma_wrap, 'MTLD_MA_BID': mtld_ma_bid })

[그림 Ⅲ-2] 어휘 다양성 파이썬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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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단어-문장 수준의 특성으로 사용된 어휘의 수준과 장르 적합

성을 나타내는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을 분석하였다. 어휘

정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휘 참조 목록과 참조 코퍼스를 사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어휘 참조 목록으로는 AWL(Academic Word

List)(Coxhead, 2000)과 AFL(Academic Formulas List)(Simpson-Vlach

& Ellis, 2010)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부록 3], [부록 4] 참고). 참조 코

퍼스로는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의 학문적

장르(Academic genre)를 기반으로 범위와 빈도수, 로그 범위와 로그 빈

도수를 추출하였다. 분석 단위는 단일 단어(Uni-gram)와 두 단어

(Bi-gram)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영어 어휘 사용에 대한 인

덱스 제공 프로그램인 Taales를 활용하였다([그림 Ⅲ-3] 참고).

[그림 Ⅲ-3] 어휘 사용 인덱스 제공 프로그램 Ta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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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les에는 AWL, AFL을 비롯한 참조 어휘 목록과 COCA와

BNC(British National Corpus)이 내장되어, 별도로 어휘 목록이나 코퍼

스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

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CSV 파일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단어-문장 수준의 특성으로 문법적·기술적 오류를 분석하

였다. 텍스트의 표면적인 문법적·기술적 오류를 감지하는 파이썬의

language check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패키지는 일치 오류, 동사

사용 오류, 구두점 오류, 오탈자를 포함한다. 각각의 문서에 대하여 오류

의 개수를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파이썬 코

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4] 참고).

pip install language_check

import language_check

import pandas as pd

data=pd.read_csv("C:/데이터 파일경로", header=0, delimiter=",")

data.head()

mechanics=[]

for i in data['Text']:

matches = tool.check(i)

mechanics.append(len(matches))

mechanics_df = pd.DataFrame({'ID':data['Student ID'],'mechanics':

mechanics, 'Grade': data['Grade']})

[그림 Ⅲ-4] 문법적·기술적 오류 파이썬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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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단 이상 수준

영어 에세이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으로 코퍼스

언어학 및 전산 언어학, 자동채점 관련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총 글의

길이(essay length), 유사도(similarity), 글의 수준(readability)을 선정하

였다.

먼저 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서의 총 단어 수를 Taales를

통하여 추출하였다([그림 Ⅲ-3] 참고).

고득점 답안과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파이썬의 오픈 소스 라이

브러리인 사이킷런(Scikit-learn)의 metrics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거리, 맨

하탄 거리이다. 고득점 답안에 대한 선택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답안

에 대하여 길이와 내용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다만, YELC 데이터의

경우 주제가 무작위로 배정되어 데이터 내에 여러 주제가 혼재되어 있어

YELC에 대해서는 유사도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지 않고, ASAP 데이터

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유사도의 측정을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킷런의

text feature extraction의 패키지에서 TfidfVectoizer를 활용하여 단어 빈

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산출하여 각각의 문서를 벡터화(vectorize) 하였다. 둘째, 사

이킷런의 metrics 패키지에서 cosine similarity를 활용하여 고득점 답안

과 각 문서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산출된 유사도를 데

이터 처리 및 구조화를 위하여 리스트(list) 형태로 변환한 뒤, 분석의 편

의를 위해 각각의 코사인 유사도 값을 하나의 열로 정리하였다. 사이킷

런의 metric 패키지에서 euclidean distance와 manhattan distance를 불

러내어 각각 유클리디언 거리와 맨하탄 거리에 대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

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유사도에 대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였

다([그림 Ⅲ-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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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klearn.feature_extraction.text import TfidfVectorizer

import pandas as pd

data=pd.read_csv("C:/데이터 경로", header=0, delimiter=",")

data.head()

#TF-IDF

tfidf_vectorizer= TfidfVectorizer()

tfidf_matrix = tfidf_vectorizer.fit_transform(data['essay'])

from sklearn.metrics.pairwise import cosine_similarity

import numpy as np

#cosine similarity

cosine=cosine_similarity(tfidf_matrix[0:1], tfidf_matrix)

reshape_mat=cosine.reshape((문서수,1))

list_cosine_s=reshape_mat.tolist()

#euclidean distance

from sklearn.metrics.pairwise import euclidean_distances

euclidean_sim=euclidean_distances(tfidf_matrix[0:1], tfidf_matrix)

reshape_mat=euclidean_sim.reshape((문서수,1))

list_euclidean_s=reshape_mat.tolist()

#manhattan distance

from sklearn.metrics.pairwise import manhattan_distances

manhattan_sim=manhattan_distances(tfidf_matrix[0:1], tfidf_matrix)

reshape_mat_mht=manhattan_sim.reshape((문서수,1))

list_manhattan_s=reshape_mat_mht.tolist()

df = pd.DataFrame({'ID': data['essay_id'],'set':data['essay_set'],'Grade':

data['domain1_score'],'cosine1': 'euclidean':list_euclidean_s, 'manhattan':

list_manhattan_s})

[그림 Ⅲ-5] 텍스트 유사도 파이썬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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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글의 수준(readability7))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에

대하여 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각각 산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지표는 단어의 문자 수나 음절 수(Dalechall Index의 경우 단어의 수준)

와 문장 수를 기반으로 글의 수준을 측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글의 수준

지표는 Flesch Reading Ease를 제외하고 값이 클수록 글의 수준이 높음

을 나타낸다. 글의 수준에 사용된 지표들은 전통적인 지표로 불리는데,

이 연구에서 해당 지표들을 사용한 것은 영어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통

용되는 지표로써 에세이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에 타당하다

고 판단되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코드는 [그림 Ⅲ-6]과

같다.

import readability

import pandas as pd

kincaid=[]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kincaid.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Kincaid'])

kincaid=[]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kincaid.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Kincaid'])

Coleman_Liau=[]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Coleman_Liau.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Coleman-Liau'])

7) readability는 가독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가독성은 글씨의 서체나 줄 간격 등
으로 인한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기서는 독자가 글을 읽었
을 때 인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를 구분하고자 ‘글의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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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schReadingEase=[]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F l e s c h R e a d i n g E a s e . a p p e n d ( r e s u l t s [ ' r e a d a b i l i t y

grades']['FleschReadingEase'])

GunningFogIndex=[]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G u n n i n g F o g I n d e x . a p p e n d ( r e s u l t s [ ' r e a d a b i l i t y

grades']['GunningFogIndex'])

LIX=[]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LIX.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LIX'])

SMOGIndex=[]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SMOGIndex.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SMOGIndex'])

RIX=[]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RIX.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RIX'])

DaleChallIndex=[]

for i in data['essay']:

results= readability.getmeasures(i, lang='en')

DaleChallIndex.append(results['readability grades']['DaleChallIndex'])

[그림 Ⅲ-6] 글의 수준 파이썬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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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 성능 평가

이 연구에서는 영어 에세이의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머신

러닝 기법 중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선정한 이유는 텍스트 특성의 경우

특성 간의 상관이 높을 수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다중 공선성에 대하

여 비교적 강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진은, 2015). 또한 여러 설명 변

수의 조합을 활용하여 다양한 설명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김미림, 박민

호, 2019; James, et al. 2013), 예측 정확성이 높은 편으로 랜덤 포레스

트를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 나무의 수를

500개로 하였으며, 각 나무에 투입되는 설명변수의 개수는

Breiman(2001)이 제안한 로 설정하였다. 훈련 데이터(train

data)와 검증 데이터(test data)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8:2 또는 7:3으로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7:3으로 설정 하였다.

분석에는 Python의 Scikit-learn의 ensemble 모듈과 부분 의존성 도표를

위해 pdpbox를 활용하였다.

1) 모형 성능 평가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차 행렬

(confusion matrix)을 활용하였다. 오차 행렬은 검증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을 평가하는 행렬이다(Joshi, 2017). 오차 행렬을 통해 모델의 정확

도(accuracy), 재현율 (recall), 정밀도(precision), 특이도(specificity)를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이진 분류기의 오차 행렬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림 Ⅲ-7]과 같다. [그림 Ⅲ-7]의 열은 예측 결과를 의미하며, 행은 실제

결과를 의미한다. 먼저 정확도(accuracy)는 전체 데이터 중 실제 값과

모형 예측값이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A등급이 60개, A등급

이 아닌 105개로 이루어진 에세이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전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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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A등급이라고 예측에 성공한 것이 50개이고, A등급이 아니라고 예측

에 성공한 것이 100개에 해당 한다. 이때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 예측

에 적중한 비율인 (50+100)/165인 약 0.91이 된다. 정확도는 다른 말로

정분류율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재현율(recall)은 전체 긍정 데이

터 중 정확히 분류된 긍정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체 A등급에 해당

하는 데이터 60개 중 예측에 성공한 경우가 50개라면, 재현율은 50/60인

약 0.83이 된다. 재현율은 민감도(sensitivity)라고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정밀도(precision)은 긍정으로 예측한 결과 중 정확히 분류된 긍정 비율

을 의미한다. 예컨대, 예측기의 예측결과가 전체 데이터 중 A등급이라고

예측한 것이 55개이고 이중 실제 50개만 A등급에 해당한다면, 정밀도는

50/55인 약 0.91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이도(specificity)는 전체 부정 데

이터 중 정확히 분류된 부정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체 A등급이 아

닌 데이터가 105개이고 예측에 성공한 케이스가 100개라면 100/105인 약

0.95가 된다.

[그림 Ⅲ-7] 이진 분류의 오차행렬 예시

머신 러닝 모델 성능 평가 시 많은 경우 재현율과 더불어 정확도를 함

께 제시한다. 이는 재현율과 정확도가 절충 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

이다(Buckland & Gey, 1994). 만일 분류 모델에서 양성 예측비율이 매

우 높다면,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이 높아지므로 실제 양성 데이터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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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예측할 비율이 높아져 재현율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

밀도는 양성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져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전체 165개의 데이터를 모두 A등급이라고 예측하였다면, 재현

율은 모두 A등급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60/60인 1.0이 된다. 그러나 정

밀도는 60/165인 약 0.36이 된다. 반대로 예측기의 긍정 예측 비율이 낮

을 경우 정밀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재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인 f1-score를

제시한다.

구분 산출식

정확도
(accuracy)

정확도



재현율
(recall)

재현율


정밀도
(precision)

정밀도



f1-score
 







<표 Ⅲ-6>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 성능 평가 지표

이를 바탕으로 다중 분류의 모형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

다. 먼저 4개의 클래스(A, B, C, D)를 가지고 있는 다중 분류기의 오차

행렬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Ⅲ-8]과 같다. 먼저, 다중 분류에서 예

측에 성공한 TP(True Posive)는 [그림 Ⅲ-8]의 대각선에 위치하는 TPA,

TPB, TPC, TPD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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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다중 분류의 오차행렬 예시

다음으로 실제로는 긍정에 해당하나 부정으로 잘못 예측한 FN(False

Negative)는 예측에 성공한 TP를 제외한 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정에 해당하나 긍정으로 잘못 예측한 FP(False Positive)은 예측에 성공

한 TP를 제외한 열을 의미한다(Tharwat, 2020). 이를 바탕으로 다중 분류

에서 각 클래스의 정확도, 재현율,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정확도는 전체 사례수에서 예측에 성공한 비율인

(80+70+90+60)/385인 약 0.78이 된다. 재현율은 각 클래스 별로 산출할 수

있으며, 재현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TP/(TP+FN)으로 산출할 수 있다(<표

Ⅲ-6> 참조). 예컨대, A클래스의 경우 예측에 성공한 TP(True Positive)는

80이며, FN(False Negative)은 실제 A클래스 임에도 다른 클래스로 예측

한 EBA, ECA, EDA의 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A클래스의 재현율은

80/(80+15+5)인 0.8이 된다. 다음으로 정밀도는 TP/(TP+FP)로 산출할 수

있다(<표 Ⅲ-6> 참조). 예컨대, A클래스의 경우 예측에 성공한 TP는 80이

며, A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 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FP(False Positive)는 EAB, EAC, EAD의 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A 클래스의

정밀도는 80/(80+15+5)인 0.8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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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score를 제시하였다.

2) 샘플링 기법

분류 모형에서 반응 변수의 불균형한 비율은 다수의 범주로 분류를 많

이 하게 되고, 이는 모형의 성능에 문제를 준다(Longadge & Donre,

201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샘플링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대표

적으로 랜덤언더샘플링(random under sampling)과 랜덤오버샘플링

(random over sampling),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Borderline SMOTE SVM 등이 있다.

먼저 랜덤언더샘플링은 다수의 범주 내 자료를 삭제하여 반응 변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Longadge & Donre, 2013). 예컨대, 반

응 변수의 범주가 1과 0의 비율이 1:9라고 할 때, 9의 비율에 해당하는

범주의 자료를 무작위로 뽑아 삭제하여 동일한 비율인 1:1이 되도록 하

는 것이다. 랜덤언더샘플링의 단점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주를 기준

으로 자료를 삭제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랜덤오버샘플링은 랜덤언더샘플링과는 반대로 소수의 범주

내 자료를 복제하여 반응 변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Longadge & Donre, 2013). 예컨대, 반응 변수의 범주가 1과 0의 비율이

1:9라고 할 때, 1의 비율에 해당하는 범주의 자료를 무작위로 뽑아 복제

하여 동일한 비율인 1:1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랜덤오버샘플링의 경우

자료의 손실은 막을 수 있으나, 과적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He & Garcia, 2009).

SMOTE는 오버샘플링 기법 중 하나로 소수 범주의 데이터를 생성하

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Chawla et al., 2002). 랜덤오버샘플

링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범주를 조정하여 범주의 비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동일하나, 범주 내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닌 생성하는 것이 차

이점이다. SMOTE에서 소수 범주의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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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소수의 클래스에 속하는 자료를 하나 찾아, 데이터 주변의 개

의 근접 이웃을 찾는다. 개의 이웃 중 소수 클래스에 속하는 임의의 자

료를 선택하고, 이 자료의 설명변수를 라고 할 때, 새롭게 생성되는 자

료의 설명 변수 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김한용, 이우주, 2017).

 ×

위 식은 는 0과 1사이의 값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랜덤 변수이며,

는 와 를 잇는 선분에 위치하는 임의의 점이 된다. 따라서

SMOTE는 소수 범주 내의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

수 범주 내 자료에서 약간 이동한 곳에 위치하는 자료를 생성하여 범주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 SMOTE는 랜덤오버샘플링과 비교할 때

과적합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hawla

et al., 2002).

한편 SMOTE를 기반으로 변형된 형태인 SMOTE가 있는데

Borderline-SMOTE와 Borderline-SMOTE SVM이 대표적이다. 먼저

Borderline SMOTE는 기존의 SMOTE가 단순하게 소수 범주에 대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면, Borderline-SMOTE는 다른 범주와의 경계

(borderline)에 있는 자료를 생성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였

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Borderline-SMOTE에서 소수 범주의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범주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근접 이웃을 뽑되, 소수 범주

(minority class)에 속하든 다수 범주(majority class)에 속하든 구분하지

않고 뽑는다. 둘째, 근접 이웃 중 절반 이상이 다수 범주에 속하는 자료

를 확인한다. 특히 이러한 자료를 DANGER라고 하는데, 이는 경계에 위

치하는 분류기가 분류를 어려워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셋째, 경계에 있는

자료들 즉 DANGER 셋(set)에 대하여 근접 이웃을 뽑되, 이번에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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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하는 자료만 뽑는다. 넷째, 기존의 SMOTE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소수 범주의 자료를 생성한다(Han et al.,

2005).

Borderline-SMOTE SVM은 다른 범주와의 경계(borderline)에 있는

소수 범주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한다는 점에

서는 Borderline-SMOTE와 같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

점이 있다. Borderline-SMOTE SVM은 다른 범주와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Borderline-SMOTE에서 근접 이웃을 활용하는 대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한다. SVM의 목적은 범주의 경

계에 있어 오분류를 허용하여 범주 사이의 공간을 최대로하는 최적의 초

평면(hyperplane)을 찾는 것에 있다. 이 때 초평면을 기준으로 범주 사이

공간의 경계에 위치하는 자료를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라고 한다

(James et al., 2013). Borderline-SMOTE SVM에서 소수 범주의 자료

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셋에 대하여 SVM 분류기를 학습하게 한 후 서포트 벡

터로부터 범주 간 초평면 사이의 공간인 경계영역을 생성한다. 둘째, 소

수 범주의 서포트 벡터에 대하여 범주의 구분 없이 근접 이웃을 뽑는다.

셋째, 소수 클래스의 서포트 벡터와 근접 이웃을 연결하는 선을 따라 내

삽(interpolation)하거나 외삽(extrapolation)하여 새로운 소수 범주의 자

료를 생성한다. 이 때 내삽과 외삽의 기준은 소수 범주의 밀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먼저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뽑은 근접 이웃의 범주 중 절반

이하가 다수 범주에 속할 때는 소수 범주의 영역을 다수 범주 쪽으로 확

장하기 위하여 외삽을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소수 범주의 서포트 벡터이며, 는 서포트 벡터의 근



- 77 -

접 이웃 중 하나를 의미한다. 즉 서포트 벡터와 서포트 벡터의 근접 이

웃 외부에 임의의 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뽑

은 근접 이웃의 범주 중 절반 이상이 소수 범주에 속할 때는 소수 범주

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삽을 한다. 내삽은 기존의 SMOTE와 동

일한 방법으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Nguyen et al., 2011).

≠ ×

이 연구에서는 사례수 불균형에 따른 데이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

여 랜덤 오버 샘플링, SMOTE, Borderline-SMOTE SV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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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9] 참고).

단계 내용 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

영어에세이 데이터 특성 및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 관련

선행연구 분석

데이터

전처리
채점 범주 수 조정

채점 특성

추출

단어-문장

수준

1) 어휘 다양성

2) 어휘 정교성

3) 문법적·기술적 오류

Python: nltk,

pandas,

lexical_diversity,

language check

Taales

문단 이상

수준

1) 글의 길이

2) 유사도

3) 글의 수준

Python: pandas,

TfidfVectorizser,

sklearn.metrics.

pairwise,

readability

Taales

채점 모델

생성

훈련 데이터에 대하여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채점 모델 생성

Python:

ensemble,

pdpbox

채점 모델

검증 및

개선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 점수 생성

모델 평가 및 모델 성능 개선

Python:

ensemble,

imblearn.oversa

mpling

결과 정리 연구결과 정리 및 논문 작성

[그림 Ⅲ-9]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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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특성의 구성 요소

이 연구에서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에 투입되는 설명 변수인 채점 특

성(feature)의 구성 요소와 각각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특성을 제시하

였다. 먼저 이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분석 절차

이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의 탐색을 거쳐 채점 특성

의 구성요소를 구조화하고 구성요소에 따라 채점 특성을 추출하였다. 채

점 특성의 구성요소는 에세이의 채점 특성을 먼저 단어-문장 수준과 문

단 이상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세부 영역을 구성한 뒤,

세부 영역에 속하는 채점 특성을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특

성과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성을 비교하면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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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연구자(연도)

채점 특성

단어-문장 수준 문단 이상 수준

PEG
(Page, 2003)

비공개 비공개

IntelliMetricTM
(Vantage
Learning)
(Elliot, 2003)

비공개 비공개

IEA(Pearson)
(Landauer et
al., 2003)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 자체를 특성으로 활용

BETSY
(Rudner &
Liang, 2002)

에세이에 사용된 단어 자체를 특성으로 활용

e-rater(ETS)
(Attali &
Burstein,
2006)8)

문법적·기술적·문체적(style)·
용례적(usage) 오류(4개),
어휘 복잡성(complexity)(2개),
지시문 기반 단어 사용(2개)

총 8개

글의 구조 및 전개(2개)
총 2개

이용상
외(2013)9)

비공개 비공개

이 연구에서
선정한 채점
특성

어휘 다양성(9개),
어휘 정교성(12개),
문법적·기술적 오류

총 22개

글의 길이,
글의 수준(readability)(9개),

유사도(3개)
총 13개

<표 Ⅳ-1>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채점 특성

8) 일부 특성(10개)만 공개
9) 일부 특성예시(6개)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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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관련 선행 연구 중 단어 자체를 채점 특성으로

활용하는 모형인 IEA(Landauer et al., 2003), BETSY(Rudner & Liang,

2002)를 제외하고,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채점 특성을 추출하는 모형

의 경우 채점 특성에 대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rater(Attali & Burstein, 2006)의 경우 실제로 활용되는 특성

중 10개의 특성만 밝히고 있다. 또한 이용상 외(2013)의 경우 100개의

특성 중 4개의 채점 특성 영역 중 6개의 예시에 대하여 제시 하고 있지

만, 특성 추출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의 구성 요소를 에세이의 수준 및 세부 영역에 따라 재구성하여 선

행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성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제안하였으며, 연

구 방법을 통하여 각 특성의 추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 제안한 채점 특성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영어 에세이 채점 특성의 구성 요소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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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어-문장 수준에 있어 에세이의 수준과 관련이 깊은 요소로 단

어 사용과 문장 상에 드러난 오류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 문법적·기

술적 오류(grammatical·mechanic error)로 세부 영역을 분류하였다. 어휘

다양성은 “에세이 내에 다양한 단어가 사용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타

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과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였다. 어휘 정

교성은 “고급 어휘와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단어가 사용된 정도”로 정의

하였으며, 참조 코퍼스와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였다. 문법적·기술적 오류

는 “에세이의 표면상 드러난 문법적·기술적 오류”로 정의하였으며, 기술

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하였다. 이때 에세이 텍스트

의 표면상 드러난 오류로 한정한 것은 에세이 데이터 처리에 있어 예컨

대, 잘못된 시제(tense)의 사용과 같은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은 문법적

오류의 경우 텍스트 분석에 있어 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에세이

상에 드러난 오류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문단 이상 수준에 있어 에세이의 수준과 관련이 깊은 요소로

글의 길이(essay length), 글의 수준(readability), 유사도(similarity)가 관

계가 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세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글의 길이

는 “에세이의 총 길이”로 정의하였으며, 각 에세이의 총 단어수를 특성

으로 포함하였다. 글의 수준(readability)은 “독자가 에세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글의 수준을 평가하는 측정법을 특성으로

포함하였다. 글의 수준에 있어 독자의 이해도로 정의한 이유는 글의 수

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 독자를 고려한 텍스트의

수준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정의하였다. 유사도

(similarity)는 “고득점 답안과의 각도 및 거리”로 정의하였으며, 텍스트

유사도와 관련된 특성을 투입하였다.

에세이의 수준을 나타내는 채점 특성에 대한 영역을 제시하였다면, 실

제로 해당 특성을 채점 모델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에세이 데이터에서 해

당 영역에 속하는 텍스트의 특성을 텍스트 분석 기법 등을 통하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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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표 Ⅳ-2>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특성의 수준과

세부 영역에 따른 각각의 특성 변수를 제시한 것으로, 특성 변수에 제시

된 요소들은 분석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특성이다. 제시한 특성 변수는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분석 가능한 학습자 언어적· 텍스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에세이의 수준과 연관이 있을 특성을 대상으로 여섯

개의 영역에 대하여 총 35개의 채점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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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세부 영역 특성 변수

단어-문장
수준

어휘 다양성
(lexical
diversity)
(단어 수준)

타입-토큰 비율, 로그 타입-토큰 비율,

타입-토큰 비율 제곱근, MATTR,

MSTTR, HDD, MTLD,

MTLD_MA(기준 단위 MTLD),

MTLD_BID(양방향 MTLD)

어휘 정교성
(lexical

sophistication)
(단어-구 수준)

AWL 빈도, 전체 AFL 빈도, Core AFL

빈도, Written AFL 빈도, COCA

Academic Unigram 범위,

COCA Academic Unigram 빈도,

COCA Academic Unigram 로그 범위,

COCA Academic Unigram 로그 빈도,

COCA Academic Bigram 빈도, COCA

Academic Bigram_범위, COCA

Academic Bigram 로그 빈도, COCA

Academic Bigram 로그 범위

문법적·기술적
오류

(grammatical·
mechanic error)
(단어-문장 수준)

일치 오류(agreement error), 동사 사용

오류(verb formation error), 구두점 오

류(punctuation error), 철자법 오류

(typographical error)

문단 이상
수준

글의 길이
(essay length)

총 단어 수(word count)

글의 수준
(readability)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거리,

맨하탄 거리

유사도
(similarity)

Kincaid, ARI, Coleman_Liau,

FleschReadingEase,

GunningFogIndex, LIX, SMOGIndex,

RIX, DaleChallIndex

<표 Ⅳ-2>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특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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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 에세이 특성에 따른 예측력

이 연구에서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출한 채점

특성을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머신 러닝 분

류 모형에서 반응 변수 중 소수 클래스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경향

이 있어 예측력을 개선하고자 오버 샘플링(over-sampling) 기법인 랜덤

오버 샘플링(Random over sampling)과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SMOTE borderline SVM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에세이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와 특성 중요도를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YELC

1) 예측 정확도

YELC 데이터에서 추출한 특성을 투입하여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

용하여 분석한 결과 훈련 모델의 경우 정확도가 1.0으로 예측에 모두 성

공하였으나, 검증 자료를 활용한 검증 모델의 경우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훈련 모델에 대한 과적합(over fitting)이 의

심되어, 각 의사결정 나무의 깊이를 조정한 결과 훈련 모델과 검증 모델

간의 차이는 줄었지만, 검증 모델의 정확도를 비롯한 예측력이 향상되지

는 않았다. 채점 모델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서 OOB 자료의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의 나무의 개수를 500개로 지정하였는데,

[그림 Ⅳ-3]은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 나무의 개수에 따른

OOB(Out-of-Bag)자료의 오차율(1-정확도)을 나타낸 것이다. 300개 이후로

오차율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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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의 의사결정 나무는 예측오차를 수렴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OOB 예측 오차 비율

<표 Ⅳ-3>은 YELC의 검증 모델에 대한 예측 정확도이다. 전체 정확

도는 0.41이었으며, 7등급의 경우 재현율과 정밀도가 0.00으로 예측에 실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에 대한 예측 성공률을 의미하는 재

현율(recall)은 사례수가 가장 많은 범주인 3등급인 것이었으며, 예측 결

과에 대한 성공률을 의미하는 정밀도(precision)가 가장 높은 등급은 2등

급이었다. 이는 실제 3등급에 해당하는 에세이에 대한 예측 성공률은

0.73으로 가장 높았으며, 2등급으로 예측한 사례 중 적중한 비율은 0.54

로 2등급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재현율과 정밀도는 상충

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화평균인 f1-score

로 각 클래스의 예측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f1-score가 가

장 높은 등급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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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N 예측 정확도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125 60 185 0.32 0.51 0.39

2 462 221 683 0.29 0.54 0.38

3 840 330 1,170 0.73 0.43 0.54

4 504 198 702 0.34 0.35 0.34

5 250 128 378 0.20 0.44 0.27

6 55 26 81 0.04 1.00 0.07

7 29 8 37 0.00 0.00 0.00

합 계 3,236
Accuracy 0.41

OOB Accuracy 0.41

<표 Ⅳ-3>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YELC)

[그림 Ⅳ-4]는 YELC의 분류결과의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히트맵

(heatmap)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X축은 훈련 데이터의 실제 등급을

나타내고, Y축은 훈련 데이터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각 셀 안의 숫자는 훈

련 모델에서 각 등급으로 예측한 에세이 수를 의미한다. 먼저 1등급의 경우

분류에 성공한 사례 1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

로 분류한 사례는 27건으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등급의 경우

도 분류에 성공한 사례는 52건인데 반하여 3등급으로 분류한 사례는 132건으

로 더 많았다. 3등급의 경우 예측력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에 성공한 비

율이 분류에 실패한 비율보다 높았다. 4등급의 경우 4등급으로 예측에 성공한

사례는 75건인데 반하여 3등급으로 오분류한 경우는 93건으로 더 많았다. 5등

급 역시 5등급으로 분류에 성공한 사례는 26건인 반면, 4등급으로 분류한 사

례는 54건, 3등급으로 분류한 사례는 36건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등

급과 7등급은 분류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5등급 또는 4등급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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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1등급의 경우 2등급과 구별하는 예측 성능

이 낮으며, 중간등급인 2등급과 4등급은 다수 범주인 3등급으로 예측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5등급 역시 중간 등급인 3등급과 4등급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득점 그룹인 6등급과 7등급은 예측 성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YELC 오차행렬 히트맵(confusion matrix heatmap)

2) 샘플링 기법에 따른 예측 정확도

YELC에 대하여 랜덤 오버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Ⅳ-4>과 같

다. 먼저 전체 정확도는 0.82로 별도의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41)

에 비하여 상당 수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재현율의 경

우 1등급, 6등급, 7등급이 1.0으로 실제 각 등급의 에세이를 모두 예측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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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현율이 가장 낮은 등급은 샘플링 기법을 적

용하기 전 사례수가 가장 많은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샘플

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소수 클래스에 해당하는 6등급, 7등급이 0.9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채점 모델에서 6등급과 7등급으로 예측한 에세이가 대부분 예

측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밀도가 가장 낮은 등급은 재현율

과 동일하게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각 채

점 범주의 예측력인 f1-score는 6등급과 7등급이 1.0으로 가장 높았으며, 3등

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N Random over sampling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840 330 1,170 1.00 0.92 0.96

2 795 375 1,170 0.71 0.73 0.72

3 803 367 1,170 0.42 0.58 0.49

4 815 355 1,170 0.70 0.65 0.68

5 809 361 1,170 0.93 0.81 0.86

6 828 342 1,170 1.00 1.00 1.00

7 843 327 1,170 1.00 0.99 1.00

합 계 8,190
Accuracy 0.82

OOB Accuracy 0.83

<표 Ⅳ-4>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YELC)-랜덤 오버 샘플링

다음으로 YELC에 대하여 SMOTE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Ⅳ-5>

와 같다. 먼저 전체 정확도는 0.72로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와 비교할 때 상당 수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표 Ⅳ-3> 참

조), 랜덤 오버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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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재현율은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소수 클래스에 해당하는

6등급, 7등급이 0.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등급, 7등급

에 속한 에세이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한다. 재현율이 가

장 낮은 채점 범주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사례수가 가장 많은 3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정밀도는 재현율과 동일하게

6등급과 7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

한 f1-score는 7등급이 0.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등급이

0.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N SMOTE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840 330 1,170 0.95 0.78 0.85

2 795 375 1,170 0.55 0.64 0.59

3 803 367 1,170 0.32 0.49 0.38

4 815 355 1,170 0.57 0.55 0.56

5 809 361 1,170 0.77 0.68 0.73

6 828 342 1,170 0.99 0.89 0.94

7 843 327 1,170 0.99 0.96 0.97

합 계 8,190
Accuracy 0.72

OOB Accuracy 0.75

<표 Ⅳ-5>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YELC)-SMOTE

YELC에 대하여 SMOTE borderline SVM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전체 정확도는 0.71로 랜덤 오버샘플링과 SMOTE와 동

일하게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상당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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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정확도는 SMOTE 적용 결과(.72)

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은 7등급이 0.99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7등급에 속한 에세이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았

음을 의미한다. 재현율이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

기 전 사례수가 가장 많은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정밀도는 6등급에서 0.9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등급으

로 예측한 에세이의 예측력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밀도가

가장 낮은 등급은 3등급이었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

두 반영한 f1-score는 7등급이 0.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등

급이 0.4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N SMOTE borderline SVM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828 342 1,170 0.89 0.88 0.89

2 829 341 1,170 0.62 0.65 0.64

3 812 358 1,170 0.42 0.46 0.44

4 807 363 1,170 0.58 0.59 0.59

5 810 360 1,170 0.79 0.72 0.75

6 449 186 635 0.93 0.96 0.94

7 435 180 615 0.99 0.91 0.95

합 계 7,100
Accuracy 0.71

OOB Accuracy 0.72

<표 Ⅳ-6>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YELC)-SMOTE borderline SVM



- 92 -

[그림 Ⅳ-5]는 샘플링 기법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를 그래프

로 표현한 것이다.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사례수가 많은 채

점 범주는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례수가 적은 채점 범주는

예측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결과 세 기

법 모두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례

수가 많은 채점 범주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오히려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복원 추출이나 데이터 생성이 많아지는 소수의 채점 범주에 대해서 예측

력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 샘플링 기법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YE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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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중요도

YELC 데이터에 대하여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기반 자동채점 모델

에 투입한 채점 특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6]과 같다. [그

림 Ⅳ-6]은 32개의 특성을 모두 투입한 채점 모델에서 특성 중요도가 높

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채점 모델의 분류에 있어 가장 영향력

이 큰 특성은 단어-문장 수준의 특성인 문법적·기술적 오류(mechanic

error)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의 글의 수준

(readability)인 Flesch Reading Ease, DaleChall Index, Coleman Liau,

LIX, ARI, Gunning Fog Index가 뒤이어 중요도가 높은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중요도에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특성의 대부분이 글의

수준과 관련된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어-문장 수준의 어휘 정

교성과 관련된 특성도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조 코퍼

스 COCA의 단어 빈도와 동시 출현어(두 단어 단위(bi-gram))의 빈도와

범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정교성 관련

특성 중 참조 어휘 목록을 활용하는 AWL(Academic Word List)이

AFL(Academic Formulas List) 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특성으로는 어휘 다양성과 관련되는 특성인

타입-토큰 비율과 관련된 특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YELC의 총 32개의 채점 특성 중 특성 중요도 분석결과의 상위 10개

의 특성을 살펴보면, 문법적·기술적 오류, 글의 수준, 어휘 정교성과 관

련된 특성이 분류 정확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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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특성 중요도(YE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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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 의존성 도표

부분 의존성 도표는 자동채점에 투입된 각 특성과 에세이의 수준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부분 의존성 도표는 중요도 지수가 높은 변수들에 대

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유진은, 2015), [그림 Ⅳ-7]~[그림 Ⅳ

-10]은 특성 중요도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은 문법적·기술적 오류, 글의

수준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Flesch Reading Ease, DaleCall Index,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Academic 장르 단

어 빈도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를 제시한 것이다. 부분 의존성 도표에

서 X축은 해당 특성의 범위를 나타내며, Y축은 해당 특성이 각 에세이

의 수준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낸다.

[그림 Ⅳ-7]은 단어-문장 수준의 문법적·기술적 오류에 대한 부분 의

존성 도표이다. [그림 Ⅳ-7] 내 도표는 각 에세이 수준으로 분류할 확률

과 특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문법적·기술적 오류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의 경우 오류의 수가

높을수록 해당 등급에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의 경우 오류의 수가 10개에서 15개 일 때 3등급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

아지다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수준인 4등급 이상부터

오류의 수가 높을수록 해당 등급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즉, YELC의 경우 중간 등급인 4등급을 기점으로 문법

적·기술적 오류 특성과 에세이의 수준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문법적·기술적 오류가 많을수록 하위 등급에 분류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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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은 문단 이상 수준의 글의 수준(readability)에 해당하는 특

성 중 Flesch Reading Ease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이다. Flesch

Reading Ease는 값이 클수록 글의 수준이 낮음을 나타내며, 값이 작을

수록 글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먼저 가장 낮은 수준인 에

세이 수준 1에 분류될 확률은 Flesch Reading Ease가 높을수록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세이 수준 2와 3은 Flesch Reading

Ease이 높아질수록 해당 수준에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200을 넘

어서면서 잠깐 낮아지는 구간을 지나 2등급의 경우 –50, 3등급의 경우

–100일 때 해당 수준에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적·기술적 오류와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인 4등급이 되면서 그래프의 추세가 변화되었다. 4등급부터 7등급까

지 공통적인 특징은 Flesch Reading Ease가 낮을수록 해당 수준에 분류

될 확률이 높으며, 값이 커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YELC의 경우 중간 등급인 4등급을 기점으로 Flesch Reading Ease 특

성과 에세이의 수준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lesch Reading Ease의 값이 클수록 하위 등급에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는 문단 이상 수준의 글의 수준(readability)에 해당 하는

특성 중 DaleChall Index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이다. DaleChall Index

는 Flesch Reading Ease와 달리 값이 클수록 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하며, 값이 작을수록 글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먼저 에세이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DaleChall Index가 낮을수록

해당 수준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의 경우

DaleChall Index의 값이 15이상 26이하 구간에서 해당 수준에 분류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적·기술적 오류, Flesch Reading

Ease와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인 4등급부터 그래프의 추세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 이후 DaleChall Index의 값이 클수록 해당 수

준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YELC의 경우 중간 등



- 97 -

급인 4등급을 기점으로 문법적·기술적 오류 특성과 에세이의 수준의 간

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법적·기술적 오류가 많

을수록 하위 등급에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YELC의

경우 중간 등급인 4등급을 기점으로 DaleChall Index 특성과 에세이의

수준의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aleChall

Index의 값이 클수록 상위 등급에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0]은 단어-문장 수준의 어휘 정교성에 해당 하는 특성 중

COCA Academic 장르에 대한 단어 빈도 특성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

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COCA

Academic 장르에 쓰인 단어의 빈도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등급에 분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등급과 4등급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특정 구간(4,000-8,000)에서 해당 등급으로 분류될 확

률이 높아지다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5등급에서 7등급에서는 빈도점수가 높

아질수록 해당 등급에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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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문장 수준 – 문법적·기술적 오류

에세이 수준=1 에세이 수준=2

에세이 수준=3 에세이 수준=4

에세이 수준=5 에세이 수준=6

에세이 수준=7

[그림 Ⅳ-7] 부분 의존성 도표(YELC)-문법적·기술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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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이상 수준 – Flesch Reading Ease(글의 수준)

에세이 수준=1 에세이 수준=2

에세이 수준=3 에세이 수준=4

에세이 수준=5 에세이 수준=6

에세이 수준=7

[그림 Ⅳ-8] 부분 의존성 도표(YELC)-Flesch Reading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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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이상 수준 – DaleChall Index(글의 수준)

에세이 수준=1 에세이 수준=2

에세이 수준=3 에세이 수준=4

에세이 수준=5 에세이 수준=6

에세이 수준=7

[그림 Ⅳ-9] 부분 의존성 도표(YELC)-DaleCh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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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문장 수준 –COCA Academic 장르 단어 빈도(어휘 정교성)

에세이 수준=1 에세이 수준=2

에세이 수준=3 에세이 수준=4

에세이 수준=5 에세이 수준=6

에세이 수준=7

[그림Ⅳ-10] 부분 의존성 도표(YELC)-COCA Academic 장르 단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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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AP

1) 예측 정확도

ASAP 데이터에서 추출한 특성을 투입하여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

하여 분석한 결과 훈련 모델의 경우 YELC와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1.0으

로 예측에 모두 성공하였으나, 검증 자료를 활용한 검증 모델의 경우 정

확도가 비교적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모델에 대한 과적합

(over fitting)이 의심되어, YELC 데이터를 분석할 때와 동일하게 각 의

사결정 나무의 깊이를 조정한 결과 훈련 모델과 검증 모델 간의 차이는

줄었지만, 검증 모델의 정확도를 비롯한 예측력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채

점 모델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하여 OOB 자료의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의 나무의 개수를 500개로 지정하였는데,

[그림 Ⅳ-11]은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 나무의 개수에 따른

OOB(Out-of-Bag)자료의 오차율(1-정확도)을 나타낸 것이다. 200개 이

후로 오차율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500개의 의사결정 나무는 예측오차를 수렴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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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은 ASAP의 검증 모델에 대한 예측 정확도이다. 먼저 전체

정확도는 0.53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을 살펴보면 사례수가 가장 많은 4점

이 0.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현율이 높은 점수는 에세이의 수준

이 가장 낮은 1점으로 0.69였다. 정밀도가 가장 높은 채점 범주는 에세이

의 수준이 낮은 1점으로 0.82였다. 재현율과 정밀도의 균형을 반영한 예

측 결과를 나타내는 f1-score의 경우 에세이의 수준이 가장 낮은 1점이

0.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례수가 가장 많은 4점이 0.70으로 높

았다. 반면에 f1-score가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8점(.11)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Ⅳ-11]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OOB 예측 오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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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N 예측 정확도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32 13 45 0.69 0.82 0.75

2 77 33 110 0.52 0.52 0.52

3 94 41 135 0.22 0.32 0.26

4 481 206 687 0.79 0.62 0.70

5 234 100 334 0.28 0.38 0.32

6 221 95 316 0.52 0.45 0.48

7 76 33 109 0.18 0.35 0.24

8 33 14 47 0.07 0.25 0.11

합 계 1,783
Accuracy 0.53

OOB Accuracy 0.55

<표 Ⅳ-7>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ASAP)

[그림 Ⅳ-12]는 ASAP의 분류결과의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히트맵

(heatmap)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X축은 훈련 데이터의 실제 점수를

나타내고, Y축은 훈련 데이터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각 셀 안의 숫자는 훈

련 모델에서 각 점수로 예측한 에세이 수를 의미한다. 1점의 경우 1점으로 분

류에 성공한 사례는 9건, 2점으로 분류한 사례는 4건이었다. 2점의 경우 2점

으로 분류한 사례는 17건이었으며, 1점, 3점, 4점으로 오분류한 경우는 각각 2

건, 8건, 6건이었다. 3점의 경우 분류에 성공한 사례는 9건이었던 반면, 4점으

로 분류한 사례는 22건, 2점으로 분류한 사례는 10건이었다. 4점의 경우 분류

에 성공한 사례는 163건이었으며, 3점으로 분류한 사례는 11건, 5점으로 분류

한 사례는 22건, 6점으로 분류한 사례는 8건이었다. 다음으로 5점의 경우 예

측에 성공한 사례는 28건이었던 반면 4점으로 오분류한 사례는 49건이었으며,

6점으로 오분류한 사례는 23건이었다. 6점의 경우 예측에 성공한 사례는 49건

이었으며, 4점으로 오분류한 사례는 21건, 5점과 7점으로 오분류한 사례는 각



- 105 -

각 19건, 6건이었다. 7점의 경우 분류에 성공한 사례는 6건이었던 것에 반하

여, 6점으로 분류한 사례는 20건이었으며 5점과 7점, 8점으로 예측한 사례는

각각 4건, 6건, 3건이었다. 마지막으로 8점의 경우 8점으로 예측한 사례는 1건

이었으며, 7점과 6점으로 예측한 사례는 각각 5건, 8건이었다. 종합하면, 중간

점수인 3점에서 6점까지는 다수 범주인 4점수으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고득점에 해당하는 7점과 8점의 경우 6점수으로 오분류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그림 Ⅳ-12] ASAP 오차행렬 히트맵(confusion matrix heatmap)



- 106 -

2) 샘플링 기법에 따른 예측 정확도

ASAP에 대하여 랜덤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전체 정확도는 0.91로 별도의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

았을 때와 비교할 때 정확도가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6> 참조). 재현율은 1점, 2점, 7점, 8점이 모두 1.0으로 해당 점수에

속하는 에세이 예측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이 가장 낮은 점수

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가장 사례수가 많은 채점 범주인 4점으로

0.67이었다. 정밀도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사례수가 가장 적은 1

점이 1.0으로 채점 모델에서 해당 점수로 예측한 것이 모두 성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밀도가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두 번째로 사례수가 많은 0.75로 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

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예측력을 보여주는 f1-score가 가장

높은 점수는 1점, 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N Random over Sampling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491 196 687 1.00 1.00 1.00

2 498 189 687 1.00 0.95 0.98

3 491 196 687 0.99 0.86 0.92

4 448 239 687 0.67 0.85 0.75

5 484 203 687 0.79 0.75 0.77

6 489 198 687 0.84 0.87 0.86

7 470 217 687 1.00 0.97 0.98

8 476 211 687 1.00 0.99 1.00

합 계 5,496
Accuracy 0.91

OOB Accuracy 0.92

<표 Ⅳ-8>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ASAP)-랜덤 오버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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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TE 기법을 적용하여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을

모두 투입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전체 정확도는 0.83으로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53)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표 Ⅳ-7> 참고), 랜덤 오버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91)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의 경우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적은 사례수를 가진 채점 범주인 8점이 1.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가장 사례수가 많은 채

점 범주인 4점(.6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는 샘플링 기법

을 적용하기 전 사례수가 적은 채점 범주인 1점이 0.98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두 번째로 사례수가 많은

5점(.6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

를 반영한 f1-score는 1점이 0.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이

0.6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N SMOTE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491 196 687 0.96 0.98 0.97

2 498 189 687 0.94 0.91 0.92

3 491 196 687 0.87 0.76 0.81

4 448 239 687 0.60 0.75 0.67

5 484 203 687 0.68 0.64 0.66

6 489 198 687 0.70 0.73 0.71

7 470 217 687 0.90 0.87 0.89

8 476 211 687 1.00 0.96 0.98

합 계 5,496
Accuracy 0.83

OOB Accuracy 0.82

<표 Ⅳ-9>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ASAP)-S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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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TE borderline SVM 기법을 적용하여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이

상 수준의 특성을 모두 투입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전체 정확도

는 0.82로 앞서 제시한 랜덤오버샘플링과 SMOTE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53)와 비교하면 상

당 수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MOTE borderline SVM을 적용

한 결과 SMOTE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와 전체 정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의 경우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가장

적은 사례수를 가진 1점이 0.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이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 전 가장 사례수가 많았

던 4점수이 0.6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 역시 샘플링 기법

적용 전 사례수가 가장 적었던 1점이 0.99로 가장 높았으며, 샘플링 기법

적용전 두 번째로 사례수가 많은 5점이 0.6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반영한 f1-score는 1점이 0.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이 0.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N SMOTE borderline SVM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합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1 488 199 687 0.99 0.99 0.99

2 500 187 687 0.94 0.94 0.94

3 489 198 687 0.91 0.80 0.85

4 459 228 687 0.64 0.77 0.70

5 482 205 687 0.69 0.67 0.68

6 477 210 687 0.70 0.68 0.69

7 473 214 687 0.84 0.90 0.87

8 266 117 383 0.97 0.88 0.92

합 계 5,192
Accuracy 0.82

OOB Accuracy 0.81

<표 Ⅳ-10>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정확도(ASAP)-SMOTE borderline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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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은 샘플링 기법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를 그래

프로 표현한 것이다. ASAP 데이터의 경우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

았을 때는 사례수가 가장 적은 1점과 사례수가 가장 많은 4점이

f1-score가 가장 높았다.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결과 사례수가 적었던 1

점의 경우 높은 예측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례수가 가장 많았던 6점

은 다른 채점 범주에 비해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YELC와 동일하게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결과 두 기법 모두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례수가 많은

채점 범주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오히려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복원 추출

이나 데이터 생성이 많아지는 소수의 채점 범주에 대해서 예측력이 급등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 샘플링 기법 적용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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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중요도

ASAP에 대하여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기반 자동채점 모델에 투입

한 채점 특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14]와 같다. [그림 Ⅳ

-14]는 총 35개의 특성을 모두 투입한 채점 모델에서 특성 중요도가 높

은 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특성 중요도가 특성 중요도가 높은 1위

부터 7위까지 모두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 중 글의 수준(readability)에

속하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DaleChall Index, Flesch Reading Ease,

LIX, ARI, Kincaid, Gunning Fog Index, RIX). 글의 수준과 관련된 총 9

개의 특성 중 나머지 두 특성도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중요도가 높은 특성으로는 문단 이상 수준에 속하는 글의 길이를 나타내

는 특성(총 단어수)이었다. 한편 단어-문장 수준 중 중요도가 높은 특성

으로는 어휘 다양성에 속하는 타입-토큰 비율 제곱근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특성으로는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 중 고득점 답안과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맨하탄 거리, 유클리디언

거리, 코사인 유사도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요

도가 낮은 특성으로는 단어-문장 수준의 어휘 정교성 관련 특성 중

AFL의 하위 목록에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ATTR, MSTTR

등 어휘 다양성과 관련된 특성들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YELC와는 대조적으로 문법적·기술적 오류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SAP의 총 35개의 채점 특성 중 특성 중요도 분석결과의 상위 10개

의 특성을 살펴보면, ASAP 데이터에 대하여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점 모델에서 투입된 특성 중 글의 수준, 글의 길이, 어휘 다양

성이 분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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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특성 중요도-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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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 의존성 도표

[그림 Ⅳ-15]~[그림 Ⅳ-18]은 특성 중요도 분석 결과 글의 수준에서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난 DaleCall Index, Flesch Reading Ease, 글의 길이,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타입-토큰 비

율의 제곱근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를 제시한 것이다. 부분 의존성 도

표에서 X축은 해당 특성의 범위를 나타내며, Y축은 해당 특성이 각 에

세이의 수준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낸다.

[그림 Ⅳ-15]는 문단 이상 수준의 글의 수준 중 DaleChall Index에 대

한 부분 의존성 도표이다. [그림 Ⅳ-15] 내 도표는 각 에세이 수준으로

분류할 확률과 특성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글의 수준을 나타내는

DaleChall Index는 그 값이 클수록 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는 1점에서 2점의 경우 DaleChall Index가

낮을수록 해당 수준에 분류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점에서 6점

의 경우 특정 구간(20~30)을 지나면 해당 수준에 분류될 확률이 낮아지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점부터 8점의 경우 DaleChall Index

가 25가 되는 지점부터 급격히 해당 점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6]은 문단 이상 수준의 글의 수준 중 Flesch Reading Ease

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이다. [그림 Ⅳ-16] 내 도표는 각 에세이 수준

으로 분류할 확률과 특성과 관계를 보여준다. 글의 수준을 나타내는

Flesch Reading Ease는 그 값이 작을수록 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1점에서 2점까지는 Flesch Reading Ease가 높아질수록 해당 수준

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점부터 6점까지 공통적

인 특징은 Flesch Reading Ease가 높아질수록 해당 수준에 분류될 확률

이 높아지다가 특정 구간을 지나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7점과 8점의 경우 Flesch

Reading Ease의 값이 커질수록 해당 점수에 분류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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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7]은 문단 이상 수준의 글의 길이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

이다. 먼저 1점부터 2점까지는 글의 길이가 짧을수록 해당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고 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해당 수준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점부터 6점까지는 글이 길수록

해당 수준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특정 구간(200~500 단어)이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비교적 수준이 높은 7점과 8점의 경우 에세이

의 길이가 길수록 해당 점수로 분류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Ⅳ-18]은 단어-문장 수준의 어휘 다양성 특성 중 타입-토큰 비

율 제곱근(Root Type-Token Ratio)의 부분 의존성 도표이다. 먼저 1~3

점에 해당하는 에세이의 경우 타입-토큰 비율이 낮을수록 해당 점수에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6점의 경우 타입-

토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점수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특정

지점(6~9)을 지나면 낮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7점과 8점의 경우 타입-토큰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수준에 분류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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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이상 수준 –DaleChall Index(글의 수준)

에세이 점수=1 에세이 점수=2

에세이 점수=3 에세이 점수=4

에세이 점수=5 에세이 점수=6

에세이 점수=7 에세이 점수=8

[그림 Ⅳ-15] 부분 의존성 도표(ASAP)-DaleChal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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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이상 수준 –Flesch Reading Ease(글의 수준)

에세이 점수=1 에세이 점수=2

에세이 점수=3 에세이 점수=4

에세이 점수=5 에세이 점수=6

에세이 점수=7 에세이 점수=8

[그림 Ⅳ-16] 부분 의존성 도표(ASAP)-Flesch Reading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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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이상 수준 –글의 길이

에세이 점수=1 에세이 점수=2

에세이 점수=3 에세이 점수=4

에세이 점수=5 에세이 점수=6

에세이 점수=7 에세이 점수=8

[그림 Ⅳ-17] 부분 의존성 도표(ASAP)-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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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문장 수준-타입-토큰 비율 제곱근(어휘 다양성)

에세이 점수=1 에세이 점수=2

에세이 점수=3 에세이 점수=4

에세이 점수=5 에세이 점수=6

에세이 점수=7 에세이 점수=8

[그림 Ⅳ-18] 부분 의존성 도표(ASAP)-타입-토큰 비율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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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점 범주 수 및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력

가. YELC

YELC에 대하여 채점 범주의 수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은 총 7개의 채

점 범주에 대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먼저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문장 수준의 채점 특성을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0.39로 나타났다.

먼저 문장 수준의 특성만 투입한 모델의 경우 각 점수의 재현율과 정밀

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적은 6등급과 7등급의 경우 예측에

실패하여 재현율과 정밀도가 모두 0.00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현율의 경우 실제 6등급에 해당하는 에세이에 대해서 예측에 성공한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정밀도의 경우 채점모델에서 6등급이라고 예

측한 에세이가 모두 6등급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채점 특성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41이었다. 7등급의 경우 여전히 재현율과 정밀도가 0.0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각 등급별 재현율은 소폭 상승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정밀도의 경우, 1등급과 7등급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등급의 경우 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경우 재현율

과 정밀도가 모두 0.00이었던 반면, 문단 수준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재현

율과 정밀도가 각각 0.04, 0.5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결과와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모두 재현율이 가장

높은 등급과 사례수가 가장 많은 등급인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

도가 가장 높은 등급은 에세이의 수준 비교적 낮은 2등급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재현율과 정밀도가 상충 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재현율

과 정밀도의 조화평균인 f1-score로 각 클래스의 예측력을 종합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데 f1-score가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과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한 모델 중 가장 높은 등급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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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건)

등급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185 125 60

2 683 462 221

3 1,170 840 330

4 702 504 198

5 378 250 128

6 81 55 26

7 37 29 8

합계 3,236 2,265 971

모형

예측도

등급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28 0.53 0.37 0.32 0.47 0.38

2 0.26 0.44 0.33 0.27 0.51 0.35

3 0.71 0.39 0.51 0.70 0.42 0.53

4 0.28 0.32 0.30 0.34 0.32 0.33

5 0.12 0.42 0.19 0.18 0.42 0.25

6 0.00 0.00 0.00 0.04 0.50 0.07

7 0.00 0.00 0.00 0.00 0.00 0.00

Accuracy 0.39 0.41

OOB Accuracy 0.39 0.41

<표 Ⅳ-11>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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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범주의 수를 6개로 조정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으며, 이는 6

등급과 7등급의 결과를 통합하여 조정한 결과이다. 먼저 문장 수준의 특

성만 투입한 전체 정확도 결과는 0.39로 7개의 채점 범주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정확도는 7개의 채점 범주와 동일하지만 재현율

과 정밀도가 모두 0.00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에서 재현율이 가장 높은 등급은 3등급으로 실제 3등급인 에세이의

예측률은 0.71로 나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1등급과 6등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에서 각각 1등급과 6등급으로

예측한 비율은 0.5로 나타났다.

채점 특성 투입에 있어 문장 수준의 특성만 투입한 경우보다 문단 수

준의 채점 특성까지 투입한 경우 재현율과 정밀도가 모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모델의 전체 정

확도는 0.41이었다.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것 보다는 모델의 정확도가 상승

하였으나, 7개의 채점범주를 투입한 모델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한 모델에서는 재현율이 가장 높은 등

급은 사례수가 가장 많은 3등급이었으며, 가장 낮은 등급은 사례수가 가

장 적은 6등급이었다. 한편 문단 수준 투입 후 재현율의 상승폭이 가장

큰 등급은 5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전반적인 예측력을

보여주는 f1-score 역시 사례수가 가장 많은 3등급이었으며,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사례수가 가장 적은 6등급이었다.



- 121 -

사례수

(건)

등급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185 125 60

2 683 462 221

3 1,170 840 330

4 702 504 198

5 378 250 128

6 118 84 34

합계 3,236 2,265 971

모형

예측도

등급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25 0.5 0.33 0.33 0.57 0.42

2 0.26 0.43 0.32 0.30 0.52 0.38

3 0.71 0.4 0.51 0.68 0.42 0.52

4 0.30 0.33 0.31 0.33 0.31 0.32

5 0.11 0.38 0.17 0.18 0.40 0.25

6 0.03 0.5 0.06 0.03 0.25 0.05

Accuracy 0.39 0.41

OOB Accuracy 0.38 0.41

<표 Ⅳ-12>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 6개

5개의 채점 범주에 대하여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결과와 문장 수준과 문

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5개 채점 범주에 대

하여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0.42로 채점 범주가 6개

또는 7개일 때 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에서 재현율은 3등급이 가장 높았으며, 4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는 5등급이 가장 높았으며, 4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0.4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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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율의 경우 채점 특성으로 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 보다 문장 수준

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했을 때 3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도의 경우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했

을 때 4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

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f1-score는 사례수가 가장 많은 3등급으로 나

타났다.

사례수

(건)

등급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185 125 60

2 683 462 221

3 1,170 840 330

4 702 504 198

5 496 334 162

합계 3,236 2,265 971

모형

예측도

등급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27 0.5 0.35 0.33 0.53 0.41

2 0.24 0.44 0.31 0.29 0.53 0.37

3 0.72 0.4 0.52 0.68 0.43 0.52

4 0.22 0.34 0.26 0.27 0.31 0.29

5 0.34 0.53 0.42 0.40 0.58 0.47

Accuracy 0.42 0.44

OOB Accuracy 0.41 0.43

<표 Ⅳ-13>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 5개

채점 범주를 4개로 조정한 모델에 대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먼저 문장 수준만 채점 특성으로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0.47로 채

점 범주가 5개일 때 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재현율의 경우 앞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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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범주별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사례수가 가장 많은 2등급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사례수가 가장 적은 4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1등급이 0.67로 가장 높았으며, 3등급이 0.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정확도는 0.48로 문장 수

준만 투입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현율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

은 2등급이었으며 3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 수준을 추

가로 투입하였을 때 1등급의 재현율과 4등급의 정밀도를 제외하고, 재현

율과 정밀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건)

등급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868 587 281

2 1,170 840 330

3 702 504 198

4 496 334 162

합계 3,236 2,265 971

모형

예측도

등급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5 0.67 0.57 0.49 0.72 0.58

2 0.66 0.41 0.51 0.66 0.43 0.52

3 0.23 0.34 0.27 0.26 0.32 0.29

4 0.3 0.53 0.38 0.38 0.56 0.46

Accuracy 0.47 0.48

OOB Accuracy 0.44 0.45

<표 Ⅳ-14>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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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범주 수를 3개로 조정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 했을 때 전체 정확도는 0.57로 채점 범주의 수가 4개-7개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이 가장 높은 채점 범주는 사례수

가 가장 많은 3등급인 것으로 나탔으며, 2등급이 사례수가 가장 적은 범

주가 아님에도 2등급의 재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사례수가 가장 적은 등급임에도 1등급의 재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2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59인 것

으로 나타났다. 문단 수준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재현율은 사례수가 가

장 많은 3등급이 0.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수가 가장 적

은 1등급이 0.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f1-score의 경우 3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2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건)

등급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868 587 281

2 1,170 840 330

3 1,198 838 360

합계 3,236 2,265 971

모형

예측도

등급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51 0.68 0.58 0.50 0.73 0.59

2 0.47 0.44 0.45 0.54 0.47 0.50

3 0.71 0.62 0.66 0.72 0.65 0.68

Accuracy 0.57 0.59

OOB Accuracy 0.55 0.56

<표 Ⅳ-15>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 3개



- 125 -

채점 범주의 수를 2개로 조정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먼저 문

장 수준만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75로 YELC 데이터의 채점 범

주의 수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은 7개의 채점범주일 때의 정확도(.39)보

다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과 정밀도 모두 사례수가 많

은 1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와 동일하게 0.75로

나타났다.

사례수

(건)

등급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2,038 1,427 611

2 1,198 838 360

합계 3,236 2,265 971

모형

예측도

등급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84 0.77 0.81 0.83 0.79 0.81

2 0.58 0.69 0.63 0.62 0.68 0.65

Accuracy 0.75 0.75

OOB Accuracy 0.73 0.75

<표 Ⅳ-16>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 2개

[그림 Ⅳ-19]는 채점 범주별 전체 정확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와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모델의 정확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범

주의 수가 적을수록 자동채점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점 범주가 3개 이하로 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장 수준에 문단 수준을 투입했을 때 정확도의

개선 정도는 채점 범주의 수가 적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6 -

[그림 Ⅳ-19] 채점 범주의 수와 채점 특성에 따른 전체 정확도(YELC)

채점 범주 수에 따른 채점 모델의 각 채점 범주의 f1-score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그림 Ⅳ-20], [그림 Ⅳ-21]과 같다. [그림 Ⅳ-20]은 문장 수

준만 투입하였을 때, [그림 Ⅳ-21]은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

입하였을 때의 각 채점 범주의 f1-score이다. 먼저 단어-문장 수준만 투

입하였을 때보다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각

각의 범주의 f1-score가 소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채점

모델의 경우 전체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특정 채점 범주에 대한 예측력

이 낮거나 높은 것이 아닌 고른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살펴본 결과 채점 범주의 수가 많을 때는 각 채점 범주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f1-score 간의 차이가 비교적 컸으나 채점 범주가 3개 이하가

될수록 다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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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채점 범주의 수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YELC)-

문장 수준

[그림 Ⅳ-21] 채점 범주의 수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YELC)-

문장 수준+문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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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SAP

ASAP의 채점 범주의 수가 8개일 때 분석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0.49였다. 재현율의 경우 4

등급이 0.86으로 가장 높았으며 8등급이 0으로 예측에 실패하여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는 1등급이 1.0으로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났으

며, 이는 채점 모델에서 1등급이라고 예측한 것의 정확도가 100%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밀도가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재현율과 마찬가지로 8

등급(.0)이었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의 채점 특성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

는 0.53이었으며,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보다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재현율의 경우 사례수가 가장 많은 4등급이 0.79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수가 가장 적은 8등급이 0.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가 가장 높은 채점 범주는 0.82로 1등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8등급이 0.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종합적인 예측력을 보여주는 f1-score는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1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보

다 오히려 문장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다소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례수가 가장 많은 4등급이 f1-score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등급이 0.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등급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대보다 문장 수준

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재현율과 정밀도 및 f1-score가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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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45 32 13

2 110 77 33

3 135 94 41

4 687 481 206

5 334 234 100

6 316 221 95

7 109 76 33

8 47 33 14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77 1.00 0.87 0.69 0.82 0.75

2 0.48 0.64 0.55 0.52 0.52 0.52

3 0.02 0.20 0.04 0.22 0.32 0.26

4 0.86 0.56 0.68 0.79 0.62 0.70

5 0.11 0.21 0.14 0.28 0.38 0.32

6 0.51 0.41 0.45 0.52 0.45 0.48

7 0.03 0.12 0.05 0.18 0.35 0.24

8 0.00 0.00 0.00 0.07 0.25 0.11

Accuracy 0.49 0.53

OOB Accuracy 0.51 0.55

<표 Ⅳ-17>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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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범주의 수를 7개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경우 전체 정확도는 0.53이었다. 재현율은 3점이

0.88로 가장 높았으며, 2점과 7점이 0.0으로 예측에 실패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는 1점이 0.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점과 7점이 0.0으로 예측에 실패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55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은 3점이 0.8로 가장 높았으며, 7점이 0.07로 가장

낮았다. 정밀도의 경우 1점이 0.77로 가장 높았으며, 7점이 0.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f1-score를 살펴보면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보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약간씩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점의 경

우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경우와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한 경우

모두 f1-score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점의 경우 재현율에

비하여 정밀도는 다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재현율이 높다는 것

은 예컨대 실제 3점인 에세이를 3점으로 예측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정밀도가 높다는 것은 채점 모델에서 3점으로 예측한 것

중 예측에 성공한 비율을 의미한다. 만일 채점 모델에서 대부분의 사례

를 3점으로 예측한다면 재현율이 높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정밀도는 낮

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현율과 정밀도가 상충관계

(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현율과 정밀도의 관계를 보

여준다고 볼 수 있으며, 재현율만 가지고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보

다는 정밀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모두를 고려한 f1-score를 참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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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155 108 47

2 135 95 40

3 687 481 206

4 334 234 100

5 316 221 95

6 109 76 33

7 47 33 14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72 0.81 0.76 0.79 0.77 0.78

2 0.00 0.00 0.00 0.25 0.38 0.30

3 0.88 0.56 0.69 0.80 0.62 0.70

4 0.13 0.25 0.17 0.22 0.34 0.27

5 0.52 0.46 0.49 0.54 0.47 0.50

6 0.09 0.30 0.14 0.18 0.32 0.23

7 0.00 0.00 0.00 0.07 0.25 0.11

Accuracy 0.53 0.55

OOB Accuracy 0.52 0.55

<표 Ⅳ-18>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7개

채점 범주를 6개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54였다. 재현율은 3점이 0.89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점이 0.00로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1점이 0.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현

율과 마찬가지로 2점이 0.00으로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56이었다.

재현율은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3점이 0.80으로 가장

높았으며, 4점이 0.2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 역시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1점이 0.8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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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4점이 0.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f1-score는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과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한 모델 모두 1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점의 경우 사례수가 낮

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 범주 중 예측력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가장 많은 3점의 경우 채점 범주가 5개일 때와

동일하게 재현율에 비해 정밀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score

는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보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

하였을 때 같거나 소폭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155 108 47

2 135 95 40

3 687 481 206

4 334 234 100

5 316 221 95

6 156 109 47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72 0.81 0.76 0.77 0.80 0.78

2 0.00 0.00 0.00 0.28 0.38 0.32

3 0.89 0.56 0.69 0.80 0.61 0.69

4 0.11 0.25 0.15 0.22 0.34 0.27

5 0.46 0.49 0.48 0.47 0.49 0.48

6 0.38 0.58 0.46 0.49 0.64 0.55

Accuracy 0.54 0.56

OOB Accuracy 0.53 0.56

<표 Ⅳ-19>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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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범주 수를 5개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56이었다. 재현

율의 경우 사례수가 가장 많은 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례수가

가장 적은 채점 범주가 아닌 3점(334건)이 0.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1점이 0.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채점 범주는 재현율과 마찬가지로 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6이었다. 재현율의 경우 사례수가 가장 많은 채점 범주인 0.79로 2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은 문단 수준만 투입했을 때와 같이 사

례 수가 가장 적은 채점 범주가 아닌 3점이 0.2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1점이 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낮은 채점 범주는 재현율과 동일하게 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

점 범주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반영한 예측력을 보여주는 f1-score

가 가장 높은 채점 범주는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과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투입한 모델 모두 에세이의 수준이 가장 낮은 1점이었으며, 3점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범주가 5개인 경우 문장 수준과 문

단 수준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 각 채점 범주의

예측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정확도 또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례 수가 가장 많은 채점 범주의 경우 재현율

에 비해서 정밀도가 낮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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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290 203 87

2 687 481 206

3 334 234 100

4 316 221 95

5 156 109 47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61 0.84 0.71 0.75 0.80 0.77

2 0.85 0.58 0.69 0.79 0.64 0.71

3 0.11 0.26 0.15 0.26 0.37 0.30

4 0.45 0.44 0.45 0.45 0.47 0.46

5 0.38 0.6 0.47 0.51 0.62 0.56

Accuracy 0.56 0.60

OOB Accuracy 0.54 0.58

<표 Ⅳ-20>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5개

채점 범주를 4개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64였다. 재현율의 경

우 사례수가 가장 많은 2점이 0.8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점이 0.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도는 1점이 0.85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점이 0.3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에 문단 수준의 채점 범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정

확도는 0.66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은 문단 수준만 투입했을 때와 동일하

게 2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 각 채점 범주의 f1-score는 4점이

가장 높은 반면,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f1-scor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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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가장 많은 채점 범주인 2점

의 경우 문장 수준만 투입한 모델과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한

모델에서 가장 높은 재현율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밀도로 인하

여 f1-score는 다른 채점 범주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290 203 87

2 687 481 206

3 334 234 100

4 472 330 142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6 0.85 0.7 0.75 0.80 0.77

2 0.83 0.59 0.69 0.78 0.65 0.71

3 0.05 0.33 0.09 0.19 0.33 0.24

4 0.82 0.7 0.76 0.77 0.74 0.75

Accuracy 0.64 0.66

OOB Accuracy 0.61 0.64

<표 Ⅳ-21>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4개

채점 범주를 3개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문장

수준만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79였다. 채점 범주를 3개

로 조정한 결과 앞서 제시한 결과 보다 재현율과 정밀도가 눈에 띄게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 정확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재현율의 경우 사례수가 가장 많은 채점 범주인 2점이 0.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점이 0.63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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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의 경우 3점이 0.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채점 범

주와 비교할 때 2점이 0.7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81로 나

타났다. 재현율은 2점이 0.86으로 가장 높았으며, 1점과 3점 모두 0.74로

나타났다. 정밀도는 2점이 0.81, 1점과 3점 모두 0.8로 모두 유사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범주의 f1-score는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

와 비교하여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 모두 투입하였을 때 소폭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채점 범주 3개 모델의 경우 각 채점 범주별로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290 203 87

2 1,021 715 306

3 472 330 142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63 0.80 0.71 0.74 0.80 0.77

2 0.88 0.78 0.83 0.86 0.81 0.84

3 0.70 0.81 0.75 0.74 0.80 0.77

Accuracy 0.79 0.81

OOB Accuracy 0.74 0.77

<표 Ⅳ-22>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3개

마지막으로 채점 범주를 2개로 조정한 결과는 <표 Ⅳ-23>와 같다. 먼

저 문장 수준만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81로 나타났다. 재현율의

경우 사례수가 많은 1점은 0.86,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적은 2점은 0.76으

로 나타났다. 정밀도의 경우 1점과 2점 모두 0.81로 나타났다. 문장 수준



- 137 -

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0.82로 문장 수준만 투

입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은 사례수가 많은 1점

0.85였으며,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적은 2점은 0.79였다. 정밀도는 1점이

0.83이었으며, 2점이 0.81이었다. 각 채점 범주의 예측력을 보여주는

f1-score의 경우 두 채점 범주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건)

점수 전체 훈련 자료 검증 자료

1 977 684 293

2 806 564 242

합계 1,783 1,248 535

모형

예측도

점수
문장 수준 문장 수준 + 문단 수준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1 0.86 0.81 0.83 0.85 0.83 0.84

2 0.76 0.81 0.78 0.79 0.81 0.80

Accuracy 0.81 0.82

OOB Accuracy 0.83 0.83

<표 Ⅳ-23>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 정확도(ASAP)- 채점 범주 수 2개

[그림 Ⅳ-22]은 채점 범주별 전체 정확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먼저 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와 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두 투입

하였을 때의 차이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단 수준을 투

입함으로써 정확도가 개선되는 효과는 채점 범주가 4개 이하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자

동채점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점 범

주가 3개 이하로 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YELC 데이터와 ASAP 데이터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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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채점 범주의 수와 채점 특성에 따른 전체 정확도 (ASAP)

채점 범주 수에 따른 채점 모델의 각 채점 범주의 f1-score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그림 Ⅳ-23], [그림 Ⅳ-24]와 같다. [그림 Ⅳ-23]은 문장 수

준만 투입하였을 때, [그림 Ⅳ-24]는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수준을 모

두 투입하였을 때의 각 채점 범주의 f1-score이다. 단어-문장 수준과 문

단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각 범주의 f1-score가 약간씩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채점 범주의 예측력의 고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채점 범주의 수가 많을 때는 각 채점 범주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f1-score 간의 차이가 비교적 컸으나 채점 3개 이하가 될수록

다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YELC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139 -

[그림 Ⅳ-23] 채점 범주의 수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ASAP)-

단어-문장 수준

[그림 Ⅳ-24] 채점 범주의 수에 따른 각 채점 범주의 f1-score(ASAP)-

단어-문장 수준+문단 이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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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요약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은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주로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등 평

가연구기관 차원에서 수행되어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 편이다. 최근 데이

터 수집과 컴퓨팅 및 정보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머신 러닝을 활용한

연구와 실제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나 대학 입학 전형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영어 에세

이 자동채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를 대상으로 머신 러닝 기법을 활

용한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한 모형의 특성 구성요소는 무엇

인가?

둘째, 영어 에세이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또는 점수)에

대한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영어 에세이 등급(또는 점수)의 범주 수에 따라 피험자의 등급

(또는 점수)에 대한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

는가?

넷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에 투입한 채점 특성에 따라 피험자

의 등급(또는 점수)에 대한 예측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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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한 데이

터는 YELC(Yonsei English Learners’ Corpus)와 ASAP(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이다. YELC는 한국의 대학 신입생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총 3,236건, 채점 결과 포함)로 총 여섯 개의 주제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을 받아 작성된 것이며, ASAP는 미국 내 8학년 학생이 작

성한 에세이(총 1,783건, 채점 결과 포함)로 제시된 지문을 참고하여 동일

한 주제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 분석은 1) 데이터 전처리, 2) 채점 특성

의 구성요소 제시 및 추출, 3) 모델 선정 및 훈련, 4) 모델 성능 평가 및

개선의 단계로 수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데이터

를 분석에 투입하기 위하여 재구조화 하였으며, 채점 특성의 구성요소 제

시 및 추출 단계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에세이의 채점 결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채점 특성을 선정하고, 해당 특성을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

용하여 추출하였다. 모델 선정 및 훈련 단계에서는 자동채점 모델에 활용

할 머신 러닝 기법을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로 선정하고 훈련 데

이터에 대하여 앞서 추출한 채점 특성을 투입하여 모델 훈련을 하였다. 모

델 성능 평가 및 개선 단계에서는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성능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특성 구성 요소를 단어-문장 수준

과 문단 이상의 수준으로 분류하고, 단어-문장 수준에는 어휘 다양성

(lexical diversity),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 문법적·기술적 오

류(grammatical·mechanic error), 문단 이상 수준에는 글의 길이(essay

length), 고득점 답안과의 유사도(similarity), 글의 수준(readability)으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데이터 탐색을 통해 분석 대상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에세이 텍스트의 수준 및 세부 영역에 대한 정의 및 분

류를 한 뒤, 각각의 세부 영역에 속하는 에세이의 텍스트적 특성을 선정

하였다. 선정한 특성에 대하여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에세이 데이터에서 각각의 특성을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

에 투입할 수 있는 데이터셋(dataset)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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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분석 결과 에세이 데이터의 특징

에 따라 예측력이 달랐으며, 채점 특성 중요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

다. 분석결과 채점 범주의 수의 조정과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YELC의 정확도는 0.43이었으며, ASAP의 정확도는 0.53이었다. 또한,

자동채점 모델에 투입한 채점 특성의 중요도 분석 결과 YELC의 경우

문법적·기술적 오류(grammatical·mechanic error), 글의 수준

(readability),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

도가 높았으나, ASAP의 경우 글의 수준(readability), 글의 길이(essay

length),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도가 높았

다.

셋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의 채점 범주 수에 따른 예측력을 분석

한 결과,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모형의 예측도가 높아졌다. YELC의

경우 채점 범주가 7개일 때는 0.41이었으나,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점차 향상되어 채점 범주의 수가 2개일 때 0.75까지 향상되었다. ASAP의

경우 채점 범주가 10개일 때 0.55였으나,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점차

향상되어 채점 범주의 수가 2개일 때 0.82까지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채점 범주와 관련하여, 각 채점 범주 내 에세이의 수가 균형을 이룰 때

예측도가 높았다.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활용하는데 있어 채점 범주를

최소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채점 범주의 수를 조정하지 않고 오버

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결과, YELC의 경우 샘플링 기법 적용 전 0.43에

서 적용 후 0.82까지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며, ASAP의 경우 샘플링 기법

적용 전 0.55에서 적용 후 0.93까지 정확도가 개선되었다.

넷째, 채점 특성에 따른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단어-문

장 수준의 특성과 문단 이상 수준의 특성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예측력의

개선 정도는 낮았으나, 각 범주별 예측도의 불균형은 다소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단어-문장 수준만 투입했을 때 예측에 완전히 실패했던 채

점 범주가 문단 수준 이상 특성을 추가 투입하였을 때 예측력이 향상되는

등 채점 범주 간 예측력의 불균형 해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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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특징이 다른

두 데이터를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에 있어 특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방안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채점에 투입한 채점 특성(feature)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중

요도 분석 결과 에세이 문항의 특징에 따라 채점 특성의 중요도가 다르

게 나타났으며, 이는 에세이의 문항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분석에 투입된 영어 에세이는 국내 대학 신입생이 작성한 6개 주

제에 대한 YELC(Yonsei English Learners’ Corpus)와 미국 내 8학년

학생이 작성한 동일 주제에 대한 ASAP(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이다. YELC의 경우 외국어 사용 능력과 글쓰기 능

력에 초점이 맞춰진 영어 에세이 평가이며, ASAP의 경우 사고력, 논증

력 등 글쓰기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에세이 평가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

다. 또한 평가 시 YELC의 경우 한 문장으로 구성된 6개 주제 중 무작위

로 배정받은 주제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며, ASAP의 경우 동일한 주제

에 대하여 한 단락 정도의 지문을 보고 작성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징이 다른 두 데이터에 대하여, 특정 채점 특성을 제외하고 동일한 특

성을 투입하였다. 투입한 채점 특성은 글의 단위를 단어-문장-문단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세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특

성을 선정하였다.

YELC의 경우 문법적·기술적 오류와 어휘 수준 및 장르에 맞는 어휘

사용과 관련된 어휘 정교성(lexical sophistication) 특성의 중요도가 높았

다. 특히 어휘 정교성 중 참조 코퍼스(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의 경우 단어 및 동시 출현어(Bi-gram) 빈도

의 중요도가 높았다. 먼저, 기술적 오류와 에세이의 수준 간에는 강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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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Crossley et al., 2019; Morris et al., 1995;

Wharton-McDonald et al., 1998). Crosseley 외(2019)에 의하면 기술적

오류 중 특히 철자법 오류(typographical error)와 에세이의 수준 간에는

강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문법적·기술적 오류 특성의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투입된 문법적·기술적 오류는 일치 오류(agreement error), 동

사 사용 오류(verb formation error), 구두점 오류(punctuation error), 철

자 오류(typographical error)의 전체 개수를 합산하여 투입하였다. 이는

에세이 평가가 직접적인 문법 평가는 아니지만,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

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의 표면적 오류와 에세이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오류의 개수를 합산하여 특성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문법적·기술적 오류 중 어떤 오류가 영향력이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었다. 자동채점에서 문법적·기술적 오류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 코드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휘 수준 및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어휘 사용 능력

과 관련된 어휘 정교성 특성 중 참조 코퍼스의 학술적 장르에 나타난 단

어와 동시 출현어 빈도의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는 영어 에세이에 있어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고 학술적 장르에서 쓰이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이 에세이의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김승주(2019)는 논증적 글

쓰기에 대하여 에세이 수준마다 특징적인 동시 출현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에세이의 수준과 동시 출현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는데 동시 출현어와 논증적 에세이 간에 강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자동채점의 투입 특성으로써 동시 출현어의 투입 가

능성을 제안하였다. YELC의 특성 중요도 결과는 위 연구의 시사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자동채점에 있어 동시 출현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ASAP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채점 특성으로는 글의 길이, 어휘 다양

성(lexical diversity)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도가 높았다. 이 연구에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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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는 에세이의 총 단어 수로 글의 길이를 측정하였는데, 글의 길이

와 에세이의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둘의 상관은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obrin, et al., 2007). Kobrin 외(2007)는 SAT와

글의 길이(총 단어 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에세이의 수준과 총

단어 수의 상관이 높은 것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특성 중 하나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 e-rater의 경우, 주장에 대한 전

개 능력의 평가에 있어 글의 길이를 채점 특성으로 활용한다(Attali &

Burstein, 2006). 분석에 사용된 ASAP의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 주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력을 중시하고 있다

([부록 2] 참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인간 채점 시 중요한 채점 기

준이 자동채점의 특성 중요도에도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에세이의 총 단어 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는데, 주장에 대한

전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으로 글의 길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 단어 수의 평균을 활용하는 등 일부 코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어휘 사용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도가 높았는데,

다양한 어휘 사용과 관련된 특성 중 특히 타입-토큰 비율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토큰 비율은 일반적으로 제2언어 학습에서

글쓰기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석재, 정채

관, 2014), 미국 내 학생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의 효과적인 전달 및 미적인 요소를 위하여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과 관련된 분야인 수사학적(rhetorical) 특성이 에

세이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단어의 반복

적인 사용(repetition)이나 불필요한 중복(redundancy) 등으로 인한 제한

적인 단어 사용이 에세이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YELC와 ASAP는 에세이를 작성한 화자의 배경에 있어, YELC

는 주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EFL: English as a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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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와 ASAP는 주로 원어민 학습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차이

가 있다. 에세이 작성에 있어 이러한 화자의 배경은 에세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원어민 학습자의 경우 외국어를

활용한다는 언어적인 부분과 글쓰기와 관련된 능력을 모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모국어로 글을 쓸 때 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 동일한 주제에 대

하여 작성한 원어민과 비원어민 학습자의 논증적 에세이를 비교한 연구

에 따르면(Ferris, 1994), 특히 비원어민의 경우 글의 길이와 수사학적인

요소에 있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학적 요소의 경우 원어

민의 경우 영어로 쓰인 논증적 에세이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에,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특정 장르에 맞는 언어 사용 및 글의 전개 방

식을 더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Ferris, 1994). 중요도 분석 결과

YELC의 경우 문법적·기술적 오류와 참조 코퍼스와 대조하여 원어민의

단어 사용과 유사한 사용을 하는지와 관련된 채점 특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ASAP의 경우 논리 전개 능력과 관련된 글의 길이와 수사

학적 요소와 관련이 깊은 단어 사용의 다양성과 관련된 채점 특성의 중

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ELC의 경우 보다 언어 사용과 관

련된 특성의 중요도가 높은 반면, ASAP의 경우 글의 내용적 측면과 수

사학적 요소가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동 채점

의 채점 특성 중요도가 화자의 배경과 관련된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YELC와 ASAP 모두 글의 수준(readability)과 관련된 특성의 중

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투입한 글의 수준 특성의 경

우 문장의 수와 단어의 글자 수 및 음절 수, 경우에 따라 단어의 수준을

조합하여 산출하는 방식(총 9개)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다음 가정에 기반

한다. 글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문(compound sentence), 복문(complex

sentence), 혼합복문(compound-complex sentence)과 같은 복합 문장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문장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리

고 단어 사용에 있어 글자의 수와 음절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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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복합 문장의 사용과 고급 어휘의

사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독자에게 높은 독해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투입된 총 9개의 글의 수준과 관련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가정을

기반으로 특정 수식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특성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에세이의 수준에 있어 어휘 구사력

과 문장 구사력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문항 특성이 다른 두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머신 러닝 기법

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YELC와 ASAP 모두 어휘 및 문장 구사력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세이의 특성에 따라 채점 특

성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을 위해서는

에세이의 평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특성을 선정하고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 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YELC의 경우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ASAP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영어 에세이에 대하여

자동채점의 성능을 연구한 이용상 외(2013)는 채점자의 평균 점수와 연구

에서 제시한 자동채점 간의 상관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채점자 평균점수와 자동채점 간에 상관 계수는 0.88~0.90이었다(이

용상 외, 2013). YELC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채점 모델을 적

용하였을 때 별도의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거나 채점 범주의 수를 조정하

지 않았을 때의 상관 계수는 0.56이었다. 그러나 랜덤오버샘플링,

SMOTE, Borderline SMOTE SVM의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채

점자와 자동채점 결과와의 상관은 각각 0.96, 0.93, 0.91로 상당 수준 개선

되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채점 모델을 토대로 균형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ASAP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로 채점자 간의 일

치도를 보여주는 카파 계수(Quadratic Weighted Kappa)를 활용하여 모

델의 성능을 제시하였다. 먼저 휴렛(Hewlett) 주최 에세이 자동채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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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회(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 ASAP)의 3위 입상팀

이 제안한 오픈 소스 자동채점 시스템인 EASE(Enhanced AI Scoring

Engine)을 기반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와 베

이지안 선형 릿지 회귀(Bayesian Linear Ridge Regression)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카파 계수는 각각 0.781, 0.761이었다(Phandi et al., 2015).

Taghipour & Ng(2016)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자동채점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채점 모델과 인간 채점 간의 카파 계수는 0.821이었다.

Zhao et al.(2017)은 메모리 연결망(Memory Network)을 활용한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채점 모델과 인간 채점 간의 카파 계수는

0.83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ASAP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채

점 모델 적용 결과, 별도의 샘플링 기법 적용이나 채점 범주의 수를 조

정하지 않았을 때 카파 계수는 0.80으로 EASE를 적용한 모델 보다 높

았으며,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

다. ASAP의 우승팀이 제안한 EASE의 경우 길이(length), 품사, 지시문

에 등장한 단어 기반 특성(prompt), 단어(bag of words)의 4개의 특성

타입으로 구성된 총 14개의 특성을 제안하였다(Phandi et al., 2015). 이

연구는 특성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여 총 35개의 특성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으며, 추후 특성의 개선 및 보완과 분석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채점 특성을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이상의 수준으로 나누어, 단

어-문장 수준만 투입한 결과와 단어-문장과 문단 이상 수준 모두 투입

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전체 정확도(accuracy)의 차이는 미미하였지만,

각 범주별 정확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에세

이는 한 문장 이상의 글이기 때문에 투입 채점 특성에 있어 장르적 특성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문단 이상의 특성을 투입해야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단어-문장 수준의 특성만 투입한 결

과와 문단 이상 수준까지 모두 투입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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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향상 정도는 매우 낮았다. 다만 단어-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

예측에 실패하여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가 모두 0.0인 채점

범주의 경우, 문단 이상의 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재현율과 정밀

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ASAP에서 주로 발견

되었다. 만일 자동채점에 있어 특정 등급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특성을 탐

색하고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체 정확도와 더불어 각 채점 범주의

예측력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채점 범주의 수와 채점 범주 내 사례 수의 균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YELC와 ASAP에 대하여 채점 범주의 수를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YELC는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3

개 이하가 될 때 정확도의 향상 정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59), 2개

일 때 가장 높았다(.75). ASAP도 채점 범주의 수가 3개 이하가 될 때

정확도의 향상 정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81), 2개일 때 가장 높았

다(.82). 한편 각각의 채점 범주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사례수가 많을

때 예측력이 대체로 높았으나, 사례수가 적다고 반드시 예측력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채점 범주의 조정 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손실을 막고자 채점 범주의 조정을 위해 각

범주의 사례수를 고려하여 인접한 채점 범주를 통합하여 채점 범주의 수

를 줄여 분석하였다. 즉 채점 범주의 통합으로 인하여 에세이의 수준을

나타내는 속성이 혼재하게 되어 예측력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채점 범주의 수가 낮을수록 예측력이 높아질지라도,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채점 범주의 수를 한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수준에 있어서는 채점 범주의 수에 제약

이 있겠지만, 채점 특성 및 자동 채점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하여 채점

범주 수에 유연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채점 범주의 수를 조정하지 않고 자동채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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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샘플링 기법에 따

른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샘플링 기법으로 오버 샘플링 기법 중 랜덤오

버샘플링(random over sampling)과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Borderline SMOTE　SVM을 적용하였다. 랜

덤오버샘플링 적용 결과 YELC와 ASAP 각각 0.82, 0.91로 예측력이 향

상되었다. SMOTE 적용 결과 YELC와 ASAP 각각 0.72, 0.83이었으며,

Borderline SMOTE SVM 적용 결과 YELC와 ASAP 각각 0.71, 0.82로

예측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샘플링 기법

을 적용하기 전 예측력이 높았던 다수 사례수를 가지고 있는 범주의 상

대적인 예측력은 낮아지고, 소수 사례수를 가지고 있는 범주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 범주의 데이터를 복제하

는 랜덤오버샘플링과 소수 범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소수 데이터

를 생성하는 SMOTE와 Borderline SMOTE SVM에서 동일하게 일어났

다. 이는 소수 범주의 복제 및 합성이 많아지면서 높아진 재현율과 정밀

도가, 복제와 생성으로 사례수를 조정하지 않은 다수 범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머신 러닝 분류 모델에서는 다수 범주와 소수

범주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다수 범주로 예측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샘플링 기법을 활용할

경우 다수 범주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추후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개발 시 균형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채점 특성 및 추출 방법을 구체적·체계

적으로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경우 투입된 특성에 대하여 문법적 오류, 어휘 사용의 수준 등 특성의

분류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특성이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연어 처리를 통해 어떻게 추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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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글의 각 수

준에서 에세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구성하고 실제 학생이 작

성한 영어 에세이를 활용하여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텍스트 내에서 측정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후 자동채점 모델 개발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자동채점 모형에 대하여 문항 특징, 채

점 범주의 수, 채점 특성에 따른 예측력을 구체적·체계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특징이 다른 두 데이터를 대상으로

문항에 따른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에

대하여 채점 범주 수에 따라 자동채점 모형의 예측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점 특성의 수준을 구분하여

단어-문장 수준만 투입하였을 때와 단어-문장 수준과 문단 이상 수준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의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어 에

세이 자동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동채점 모형 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자동채점 모델의 개발에 있어 채점 특성 및 데이터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 특

성에 따른 채점 특성의 중요도를 제시하여 추후 채점 특성의 개발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동채점 모델 개발을 위해 데이터 구축 시 필요한 요건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의 모델을 구현하

는데 있어 채점 특성과 데이터의 조건들을 제시하여 추후 관련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넷째,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일선 학

교, 대학 입학 전형 등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 에세이에 대하여 자동채점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데이터, 채점 특

성, 문항과 관련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추후 자동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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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발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영어 에세이 채점의 경우 ETS와 같은 평가연구기관이나

교육연구기업에서 수행된 것으로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의 예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채점 특성의 경우 특성 추출 방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

개되어 있다. 영어 에세이 자동 채점 연구의 특수성 중에 하나는 자동

채점을 주어진 데이터셋(dataset)에 대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채점에 투

입할 채점 특성을 추출하여 알고리즘에 투입할 데이터셋을 직접 구성하

여 분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에세이 데이터의 특성 추

출 방법과 더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자동 채점의 예측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학교나 대학 입학 전형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분야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채점 범주의 수가 많은 경우

예측력이 떨어졌으며, 채점 범주의 수가 적을수록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채점 범주의 수 보다는 3개 내외의 채점 범주

에 대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데이터로

학습자 에세이 데이터(YELC)와 분석 대회 경진용 데이터(ASAP)를 활

용하였다. 특히 YELC의 경우 6개의 주제에 대하여 작성된 영어 에세이

가 별도의 코딩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였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 특성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가치가 있지만, 초기 수준의 영어

에세이 채점의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예컨대, YELC의 경우 여러 주제에 대한 에세이가 섞여 있어, 고득점 답

안과의 유사도에 대한 특성을 투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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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 개발을 위하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

하여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투입한 채점 특성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

다. 고득점 답안과의 유사도는 Pearson 사의 IEA(Intelligent Essay

Assessor), ETS의 e-rater 등 자동채점에 자주 등장하는 특성 중에 하

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ASAP에 대하여 고득점 답안과의 유사도를 특성

으로 투입하였는데, 고득점 답안 1건과 다수의 에세이를 비교하여 제한

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다수의 고득점 답안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이를 유사도 측정에 투입할 수 있다면, 자동채점 예측력의 개

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의 수준(readability)에 있어 타

당성을 위하여 기존의 측정법을 투입하였는데,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코

드의 개발을 통하여 관련 채점 특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특성에 대한 개선·보완과 더불어 새로운 채점 특성의 투입 등 채

점 특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자동채점 모형에 있어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한정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선정한 이유는 랜

덤 포레스트 기법이 머신 러닝 기법 중 강력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다중공선성에 대하여 강건한 편으로 텍스트 분석의 특

성상 채점 특성의 상관이 높아 선정하였다. 그러나 영어 에세이 자동채

점에서 데이터에 따라 머신 러닝의 예측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이용상 외, 2013), 랜덤 포레스트 외에 다른 머신 러닝 기법들을 적용

해보고 영어 에세이 자동채점에 적합한 머신 러닝 기법을 탐색하여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영어를 대상으로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하였으나, 한국

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및 교과를 대상으로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하

고 적용분야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에세이 평가는 언어 사용 능력

과 더불어 사고력·논증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에세이 평가에 대한 장점은 다양한 언어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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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과에서 서술형 평가에 대한 확대 실시가 있는 만큼, 자동채점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딥러닝 기법인 순환신경망을 활용하여 초등 과학 교과의 단문형 서

술형 평가 자동채점시스템을 개발한 연구가 있는데(박세진, 하민수,

2020), 에세이 자동채점 기법을 활용한다면 문단 수준 이상의 복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논술형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에세이 자

동채점을 활용해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에세이 평가를 활용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성 녹음을 활용하여 말하기 자료를 텍스트

로 전환하여 구술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 및 교과를 대상으로 에세이의 자동채점 방안을 탐색하고 적용한다

면 에세이 평가에 대한 활용과 자동채점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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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YELC 채점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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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SAP 채점 기준

Rubric	 Guidelines

Score Point 1: An undeveloped response that may take a position

but offers no more than very minimal support. Typical elements:

· Contains few or vague details.

· Is awkward and fragmented.

· May be difficult to read and understand.

· May show no awareness of audience.

Score Point 2: An under-developed response that may or may not

take a position. Typical elements:

· Contains only general reasons with unelaborated and/or list-like 

details.

· Shows little or no evidence of organization.

· May be awkward and confused or simplistic.

· May show little awareness of audience.

Score Point 3: A minimally-developed response that may take a

position, but with inadequate support and details. Typical elements:

· Has reasons with minimal elaboration and more general than 

specific details.

· Shows some organization.

· May be awkward in parts with few transitions.

· Shows some awareness of audience.

Score Point 4: A somewhat-developed response that takes a position

and provides adequate support. Typic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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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adequately elaborated reasons with a mix of general and 

specific details.

· Shows satisfactory organization.

· May be somewhat fluent with some transitional language.

· Shows adequate awareness of audience.

Score Point 5: A developed response that takes a clear position and

provides reasonably persuasive support. Typical elements:

· Has moderately well elaborated reasons with mostly specific details.

· Exhibits generally strong organization.

· May be moderately fluent with transitional language throughout.

· May show a consistent awareness of audience.

Score Point 6: A well-developed response that takes a clear and

thoughtful position and provides persuasive support. Typical elements:

· Has fully elaborated reasons with specific details.

· Exhibits strong organization.

· Is fluent and uses sophisticated transitional language.

· May show a heightened awareness of audience.

Adjudication	 Rules

· If the two scores are adjacent, the final score for an item is the 

sum of the two scores. 

· If the two scores are non-adjacent, the final score is determined by 

an expert sc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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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AWL(Academic Word List)(Coxhead, 2000)

Head Word   subset 
abandon  8
abstract  6
academy  5
access  4
accommodate 9
accompany       8
accumulate 8
accurate  6
achieve  2
acknowledge 6
acquire  2
adapt   7
adequate  4
adjacent  10
adjust  5
administration 2
adult  7
advocate  7
affect  2
aggregate       6
aid  7
albeit  10
allocate  6
alter   5
alternative  3 
ambiguous 8
amend  5
analogy  9
analyse  1 
annual  4
anticipate  9

Head Word   subset
apparent  4
append  8
appreciate       8
approach  1 
appropriate 2
approximate4
arbitrary   8
area  1 
aspect 2
assemble 10
assess 1 
assign 6
assist 2
assume 1 
assure 9
attach 6
attain  9
attitude  4
attribute 4
author 6
authority 1 
automate 8
available 1 
aware 5
behalf 9
benefit 1 
bias 8
bond       6
brief 6
bulk 9
capable 6

Head Word   subset
capacity  5
category 2
cease  9
challenge 5
channel 7
chapter 2
chart 8
chemical 7
circumstance 3
cite  6
civil 4
clarify 8
classic 7
clause 5
code 4
coherent 9
coincide 9
collapse 10
colleague 10
commence 9
comment 3
commission 2
commit 4
commodity 8
communicate 4
community 2
compatible 9
compensate      3
compile 10
complement 8
compl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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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3
compound 5
comprehensive 7
comprise 7
compute 2
conceive 10

concentrate 4 
concept 1 
conclude 2
concurrent 9
conduct 2
confer 4

confine 9
confirm 7
conflict 5
conform 8
consent 3
consequent 2

considerable 3
consist 1 
constant 3
constitute 1 
constrain 3
construct 2
consult 5
consume 2
contact 5
contemporary 8
context 1 
contract 1 
contradict 8
contrary 7
contrast 4 
contribute 3
controversy  9
convene 3
converse 9
convert 7
convince 10
cooperate       6
coordinate 3
core 3
corporate 3
correspond      3
couple 7
create 1 

credit       2
criteria 3
crucial 8
culture 2
currency 8
cycle 4
data 1 
debate 4
decade 7
decline 5
deduce 3
define       1 
definite 7
demonstrate 3
denote 8
deny 7
depress 10
derive 1 
design 2
despite 4
detect 8
deviate  8
device 9
devote 9
differentiate  7
dimension 4
diminish 9
discrete 5

discriminate 6
displace 8
display 6
dispose 7
distinct 2
distort 9
distribute 1 
diverse  6
document 3
domain 6
domestic 4 
dominate 3
draft 5
drama 8
duration 9
dynamic 7
economy 1 
edit 6
element 2
eliminate 7
emerge 4
emphasis 3
empirical  7
enable 5
encounter      10
energy 5
enforce 5
enhanc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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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rmous 10
ensure 3
entity 5
environment 1 
equate 2
equip   7
equivalent       5
erode 9
error 4
establish 1 
estate 6
estimate 1 
ethic  9
ethnic      4
evaluate 2

eventual 8
evident 1 
evolve  5
exceed 6
exclude 3
exhibit 8
expand 5
expert 6
explicit 6
exploit 8
export 1 
expose  5
external  5
extract 7
facilitate 5

factor      1 
feature 2
federal 6
fee 6
file 7
final 2
finance 1 
finite 7
flexible 6
fluctuate 8
focus 2
format 9
formula 1 
forthcoming 10
foundation  7

found 9
framework 3 
function 1 
fund 3
fundamental 5
furthermore 6
gender 6
generate 5
generation  5
globe 7
goal 4
grade 7
grant 4
guarantee      7
guideline 8
hence      4
hierarchy 7
highlight 8
hypothesis      4 

identical  7
identify 1 
ideology 7
ignorance 6
illustrate 3 
image 5
immigrate 3
impact 2
implement 4
implicate 4
implicit 8
imply 3
impose 4
incentive 6
incidence       6
incline 10
income 1 
incorporate 6
index 6

indicate 1 
individual  1 
induce 8
inevitable 8
infer 7
infrastructure  8
inherent 9
inhibit 6
initial 3 
initiate 6
injure 2
innovate  7
input 6
insert 7
insight 9
inspect 8
instance 3 
institute 2
instruc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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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l 9
integrate 4
integrity 10
intelligence 6
intense 8
interact 3
intermediate 9
internal 4
interpret 1 
interval 6
intervene 7
intrinsic 10
invest      2
investigate   4 
invoke 10
involve 1 
isolate 7
issue 1 
item 2
job 4
journal 2
justify 3 
label 4
labour      1 
layer 3
lecture 6
legal 1 
legislate 1 
levy 10
liberal 5
licence 5
likewise 10
link 3
locate 3

logic 5
maintain 2
major 1 
manipulate 8
manual 9
margin 5
mature 9
maximise 3
mechanism 4
media 7
mediate 9
medical 5
medium 9
mental 5
method 1 
migrate  6
military 9
minimal 9
minimise 8
minimum 6
ministry 6
minor       3
mode 7
modify 5
monitor 5
motive 6
mutual 9
negate 3 
network 5
neutral 6
nevertheless   6
nonetheless  10
norm  9
normal 2

notion 5
notwithstanding 10
nuclear 8
objective  5
obtain 2
obvious 4
occupy 4
occur        1 
odd  10
offset 8
ongoing 10
option      4
orient     5
outcome 3
output 4
overall 4
overlap 9
overseas  6
panel 10
paradigm 7
paragraph 8
parallel 4
parameter 4
participate 2 
partner 3
passive 9
perceive 2
percent 1 
period 1 
persist 10
perspective 5
phase  4
phenomenon 7
philosoph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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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3
plus 8
policy      1 
portion 9
pose   10
positive 2
potential 2
practitioner  8
precede 6
precise 5
predict 4
predominant 8
preliminary 9
presume 6
previous 2
primary 2
prime 5
principal 4
principle 1 
prior 4
priority 7
proceed 1 
process 1 
professional  4
prohibit 7
project 4
promote 4
proportion 3 
prospect 8
protocol 9
psychology  5
publication  7
publish 3
purchase 2

pursue 5
qualitative  9
quote 7
radical 8
random 8
range 2
ratio 5
rational 6
react 3
recover 6
refine 9
regime 4
region 2
register 3
regulate 2
reinforce 8
reject 5
relax 9
release 7
relevant 2
reluctance   10
rely 3
remove 3
require 1 
research 1 
reside 2
resolve 4
resource 2
respond 1 
restore 8
restrain 9
restrict 2
retain 4
reveal 6

revenue 5
reverse 7
revise 8
revolution 9
rigid 9
role 1 
route 9
scenario 9
schedule 8
scheme 3
scope 6
section 1 
sector 1 
secure 2
seek 2
select      2
sequence 3
series      4
sex 3
shift 3
significant 1 
similar 1 
simulate 7
site 2
so-called 10
sole 7
somewhat    7
source 1 
specific 1 
specify 3
sphere 9
stable 5
statistic 4 
stat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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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forward 10
strategy 2
stress 4
structure 1 
style 5
submit  7
subordinate 9
subsequent  4
subsidy 6
substitute 5
successor   7
sufficient 3
sum 4
summary 4
supplement 9
survey 2
survive 7
suspend 9
sustain 5
symbol 5
tape 6
target 5
task 3
team 9
technical 3 
technique 3
technology  3
temporary  9
tense 8
terminate 8
text 2
theme 8
theory 1 
thereby 8

thesis 7
topic  7
trace 6
tradition 2
transfer 2
transform 6
transit  5
transmit 7
transport  6
trend 5
trigger 9
ultimate 7
undergo 10
underlie 6
undertake 4
uniform 8
unify 9
unique 7
utilise 6
valid 3
vary 1
vehicle 8
version 5
via 8
violate 9
virtual 8
visible 7
vision 9
visual 8
volume 3
voluntary 7
welfare 5
whereas 5
whereby 10

widesprea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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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AFL(Academic Formulas List)(Simpson-Vlach & Ellis,

2010)

n Core AFL

Number Formula Freq per
million (speech)

Freq per
million (writing) FTW

1 in terms of 337 282 3.53

2 at the same time 92 98 2.56

3 from the point of view 11 14 2.44

4 in order to 153 255 2.35

5 as well as 68 255 2.08

6 part of the 201 216 1.96

7 the fact that 178 203 1.96

8 in other words 146 89 1.9

9 the point of view of 10 15 1.89

10 there is a 143 223 1.72

11 as a result of 26 75 1.58

12 this is a 305 76 1.57

13 on the basis of 23 82 1.5

14 a number of 88 215 1.5

15 there is no 50 185 1.45

16 point of view 82 60 1.41

17 the number of 79 246 1.38

18 the extent to which 10 52 1.36

19 as a result 61 125 1.35

20 in the case of 32 135 1.32

21 whether or not 59 81 1.31

22 the same time 96 104 1.26

23 with respect to 44 104 1.26

24 point of view of 13 15 1.22

25 as a function of 19 36 1.19

26 at the same 109 11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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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he point of view 17 15 1.13

28 in such a way 13 19 1.11

29 the use of 27 270 1.11

30 in other words the 22 18 1.08

31 in terms of the 56 67 1.07

32 more likely to 42 76 1.06

33 likely to be 37 115 1.03

34 in this case 87 91 1.03

35 as opposed to 53 40 1.02

36 the way in which 27 39 0.94

37 based on the 30 134 0.91

38 can be used 13 89 0.87

39 the relationship 
between

21 75 0.87

40 it is not 33 188 0.81

41 and so on 153 68 0.79
42 on the basis 24 94 0.75

43 the difference between 44 38 0.74

44 it may be 45 87 0.72

45 the presence of 21 130 0.7

46 in the sense that 34 22 0.7

47 a variety of 26 91 0.69

48 different types of 24 28 0.69

49 extent to which 10 54 0.66

50 exactly the same 43 17 0.65

51 a series of 23 87 0.63

52 in relation to 12 91 0.63

53 it can be 55 97 0.63

54 the case of 39 168 0.62

55 in the case 36 153 0.62

56 large number of 10 35 0.62

57 that there is a 23 41 0.61

58 to some extent 26 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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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that there is 69 116 0.59

60 the real world 19 18 0.57

61 is based on 17 59 0.56

62 due to the 21 127 0.55

63 ways in which 23 37 0.54

64 an example of 61 41 0.54

65 the fact that the 15 58 0.54

66 referred to as 11 31 0.52

67 may not be 33 49 0.52

68 way in which 45 54 0.51

69 it does not 13 68 0.48

70 from the point of 11 15 0.47

71 the development of 26 121 0.46

72 in the same 89 88 0.46

73 a result of 33 86 0.46

74 the basis of 27 108 0.45

75 the role of 25 121 0.43

76 there may be 26 32 0.43

77 difference between the 15 33 0.42

78 between the two 33 68 0.41

79 the size of the 17 32 0.41

80 the importance of 20 94 0.4

81 that there are 63 63 0.39

82 as a function 19 36 0.34

83 associated with the 12 54 0.31

84 the amount of 50 66 0.3

85 a function of 34 60 0.29

86 as an example 11 21 0.27
87 for example if 20 19 0.26

88 such as the 12 105 0.26

89 based on a 16 36 0.26

90 as part of 21 61 0.25

91 this is not 67 6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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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in which the 27 166 0.24

93 the effect of 20 110 0.24

94 in response to 14 57 0.22

95 related to the 21 77 0.22

96 each of these 24 33 0.21

97 the effects of 18 100 0.21

98 terms of the 58 79 0.2

99 we can see 26 12 0.2

100 there are three 10 15 0.2

101 for example the 17 84 0.18

102 according to the 20 70 0.18

103 the existence of 14 63 0.18

104 the concept of 21 70 0.18

105 in this way 17 67 0.17

106 focus on the 17 28 0.16

107 the nature of 19 85 0.15

108 the context of 15 89 0.15

109 a list of 31 32 0.15

110 this type of 18 40 0.14

111 such a way 13 19 0.13

112 the ability to 25 54 0.13

113 the idea that 59 38 0.13

114 a set of 21 68 0.11

115 other words the 22 18 0.11

116 parts of the 32 54 0.09

117 nature of the 18 77 0.09

118 the level of 31 77 0.05

119 this would be 41 18 0.05

120 is that the 117 94 0.04

121 is much more 11 17 0.04

122 the same as 44 40 0.04

123 to show that 22 37 0.04

124 there is an 20 4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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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the notion of 18 49 0.03

126 in the sense 52 38 0

127 in the context 11 61 0

128 the process of 37 68 -0.01

129 is not a 43 81 -0.02

130 both of these 23 12 -0.03
131 for example in 11 36 -0.03

132 the part of the 13 24 -0.05

133 the size of 28 46 -0.06

134 the form of 23 78 -0.06

135 the sum of 18 31 -0.08

136 the reason for 16 29 -0.09

137 a and b 16 48 -0.1

138 that this is 91 33 -0.11

139 fact that the 17 63 -0.11

140 this is an 54 19 -0.12

141 because it is 22 41 -0.13

142 have the same 38 23 -0.15

143 part of a 20 49 -0.18

144 the question of 24 64 -0.19

145 of these two 18 20 -0.21

146 the value of 16 60 -0.21

147 assume that the 11 23 -0.21

148 size of the 19 39 -0.21

149 in such a 18 46 -0.21

150 the distribution of 10 39 -0.22

151 of the same 32 70 -0.22

152 the meaning of 10 40 -0.23

153 view of the 20 51 -0.23

154 each of the 18 77 -0.24

155 which is not 21 27 -0.25

156 the issue of 16 36 -0.25

157 but this is 43 24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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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if this is 40 21 -0.27

159 the rate of 14 47 -0.27

160 that we are 30 30 -0.31

161 with the same 20 25 -0.31

162 the result of 11 47 -0.31

163 the problem of 19 55 -0.31

164 is to be 16 85 -0.32

165 the study of 12 59 -0.32

166 which is the 71 34 -0.33

167 the definition of 16 23 -0.33

168 here is that 38 11 -0.35

169 from the point 11 16 -0.35

170 a form of 12 30 -0.36

171 the frequency of 13 26 -0.37

172 the order of 36 27 -0.37

173 the way that 58 15 -0.37

174 function of the 15 35 -0.37

175 of the two 29 73 -0.39
176 different from the 13 19 -0.39

177 the structure of 14 36 -0.42

178 what are the 60 13 -0.42

179 is that it 44 47 -0.42

180 the way in 30 40 -0.42

181 to use the 27 42 -0.44

182 be the case 15 17 -0.45

183 means that the 13 25 -0.48

184 value of the 13 34 -0.49

185 of the system 16 41 -0.5

186 of view of 13 18 -0.51

187 the work of 11 51 -0.54

188 example of a 23 13 -0.54

189 is the case 13 25 -0.55

190 is that there 23 1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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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ritten AFL

191 of the second 15 32 -0.58

192 the change in 15 17 -0.58

193 so that the 38 57 -0.59

194 is not the 27 56 -0.6

195 the area of 11 24 -0.61

196 form of the 11 30 -0.62

197 that is the 65 52 -0.63

198 and in the 54 85 -0.64

199 and the second 20 16 -0.66

200 of the fact 15 23 -0.67

201 the first is 10 26 -0.7

202 that in the 61 46 -0.77

203 and the same 17 17 -0.84

204 out that the 14 15 -0.91

205 the example of 14 11 -0.93

206 that in a 32 13 -1.08

207 is for the 16 11 -1.29

Number Formula Freq per
million (speech)

Freq per
million (writing) FTW

1 on the other hand 40 119 2.84

2 due to the fact that 2 13 2.64

3 on the other hand the 3 24 2.55

4 it should be noted 0 17 2.51

5 it is not possible to 0 15 2.44

6 a wide range of 4 31 2.42

7 there are a number of 5 14 2.41

8 in such a way that 9 11 2.32

9 take into account the 2 11 2.27

10 as can be seen 0 1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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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t is clear that 3 33 1.72

12 take into account 8 19 1.7

13 can be used to 5 45 1.64

14 in this paper we 0 14 1.64

15 are likely to 7 61 1.61

16 in the next section 0 15 1.6

17 a large number of 7 22 1.59

18 the united kingdom 1 25 1.57

19 on the basis of the 4 23 1.57

20 that there is no 5 32 1.56

21 over a period of 5 13 1.55

22 as a result of the 5 17 1.55

23 can be seen in 0 17 1.52

24 a wide range 6 33 1.51

25 there are a number 6 14 1.47

26 it is interesting to 0 15 1.47

27 it is impossible to 0 12 1.47

28 it is obvious that 0 11 1.46

29 it is possible to 2 48 1.46

30 it is not possible 1 18 1.45

31 been carried out 0 17 1.45

32 can be found in 0 18 1.45

33 it is important to 1 43 1.4

34 was carried out 0 26 1.39

35 is likely to be 3 38 1.38

36 wide range of 5 36 1.37

37 the same way as 5 15 1.37

38 due to the fact 2 13 1.36

39 in accordance with the 2 12 1.36

40 it is necessary to 1 26 1.35

41 the other hand 41 120 1.35

42 can be seen 6 8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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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t is likely that 0 18 1.31

44 such a way that 9 11 1.22

45 to carry out 7 29 1.22

46 it is possible that 0 19 1.22

47 with respect to the 6 37 1.2

48 give rise to 3 19 1.18

49 carried out by 2 20 1.17

50 whether or not the 3 18 1.13

51 in the present study 0 11 1.11

52 should be noted 0 18 1.07

53 be carried out 1 18 1.06

54 the other hand the 3 24 1.06

55 does not appear 1 13 1.04

56 his or her 3 34 1.01

57 is not possible to 0 15 0.99

58 shown in figure 0 40 0.96

59 be used as a 0 17 0.95

60 for the purposes of 1 24 0.95

61 be regarded as 1 40 0.94

62 to ensure that the 0 17 0.93
63 allows us to 7 15 0.93

64 it has been 12 79 0.92

65 little or no 3 16 0.9

66 carried out in 0 25 0.9

67 to distinguish between 1 21 0.88

68 in accordance with 6 26 0.88

69 they do not 6 56 0.88

70 at this stage 7 33 0.88

71 is based on the 3 22 0.88

72 shown in table 0 30 0.87

73 in the absence of 5 41 0.86

74 we have seen 5 26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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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to determine whether 2 16 0.82

76 in the context of 7 57 0.79

77 a high degree 1 13 0.78

78 the difference between 
the

8 14 0.78

79 an increase in the 6 13 0.78

80 it is possible 6 83 0.77

81 can be achieved 0 17 0.77

82 insight into the 0 16 0.77

83 can be expressed 1 23 0.75

84 we assume that 5 20 0.75

85 they did not 6 26 0.73

86 there has been 8 33 0.72

87 on the part of 8 31 0.7

88 in this paper 4 62 0.7

89 the purpose of this 2 13 0.7

90 less likely to 5 23 0.68

91 a large number 9 23 0.67

92 can easily be 0 15 0.67

93 with regard to 4 40 0.66

94 there are several 6 18 0.66

95 over a period 5 14 0.66

96 in this case the 8 27 0.66

97 in conjunction with 6 23 0.65

98 at the time of 7 32 0.65

99 we do not 4 38 0.64

100 has been used 4 20 0.63

101 appears to be 9 53 0.63

102 to do so 23 55 0.63

103 there are no 21 39 0.62

104 on the other 77 147 0.62

105 has also been 1 25 0.61

106 it is worth 0 20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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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can be found 1 33 0.61
108 the next section 1 19 0.6

109 are a number of 6 14 0.6

110 this paper we 0 16 0.6

111 be seen as 8 44 0.6

112 be related to the 1 12 0.59

113 to ensure that 5 44 0.59

114 it is important 3 66 0.59

115 be explained by 0 15 0.58

116 same way as 5 15 0.58

117 see for example 0 20 0.58

118 the presence of a 1 24 0.58

119 that it is not 3 17 0.58

120 in some cases 19 32 0.58

121 to the fact that 10 23 0.57

122 high levels of 6 17 0.56

123 most likely to 3 26 0.56

124 it appears that 6 29 0.56

125 it follows that 1 31 0.55

126 can also be 6 52 0.55

127 it is clear 3 39 0.54

128 by virtue of 6 25 0.54

129 the most important 21 53 0.53

130 an attempt to 12 29 0.53

131 it is impossible 1 17 0.53

132 factors such as 0 14 0.53

133 is consistent with 0 29 0.53

134 total number of 2 20 0.53

135 similar to those 0 22 0.52

136 as part of the 8 26 0.52

137 can be considered 0 18 0.52

138 at the outset 3 11 0.51



- 189 -

139 in more detail 3 13 0.51

140 should not be 6 51 0.51

141 could be used 4 19 0.51

142 appear to be 7 47 0.5

143 as a consequence 3 24 0.5

144 in this article 3 28 0.5

145 assumed to be 1 39 0.49

146 in the form of 9 46 0.48

147 as a whole 26 43 0.48

148 important role in 2 13 0.47

149 it is interesting 1 18 0.46

150 does not have 9 25 0.46

151 none of these 6 15 0.46
152 as shown in 0 66 0.45

153 is likely to 9 80 0.45

154 this means that 6 36 0.45

155 be noted that 0 21 0.45

156 be achieved by 0 13 0.45

157 depends on the 18 44 0.44

158 at least in 19 35 0.44

159 a small number 4 12 0.43

160 in table 1 0 29 0.43

161 in most cases 3 17 0.43

162 depending on the 14 29 0.41

163 in both cases 5 17 0.41

164 the validity of the 1 18 0.41

165 small number of 5 18 0.4

166 their ability to 7 19 0.4

167 need not be 0 25 0.4

168 needs to be 30 45 0.4

169 have shown that 2 30 0.39

170 it is necessary 2 3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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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been shown to 2 31 0.39

172 such as those 0 21 0.39

173 are as follows 0 16 0.38

174 for this purpose 1 15 0.38

175 is determined by 3 23 0.38

176 it is difficult 0 27 0.37

177 even though the 8 21 0.37

178 this does not 4 28 0.37

179 was based on 7 19 0.37

180 the nature of the 8 43 0.37

181 in the course of 13 27 0.37

182 degree to which 1 26 0.37

183 be argued that 0 17 0.36

184 in terms of a 8 15 0.36

185 for this reason 3 21 0.36

186 are based on 9 24 0.36

187 in a number of 7 19 0.36

188 two types of 7 21 0.34

189 the total number 4 18 0.34

190 is more likely 5 19 0.34

191 which can be 7 57 0.34

192 are able to 7 37 0.32

193 be considered as 0 22 0.32

194 be used to 8 77 0.31

195 b and c 5 17 0.31

196 depend on the 7 30 0.3
197 is that it is 3 19 0.3

198 is affected by 0 11 0.3

199 should also be 2 18 0.3

200 if they are 10 3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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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DaleChallIndex 3,000 familiar words(Chall & Dale, 1995)

a

able

aboard

about

above

absent

accept

accident

account

ache

aching

acorn

acre

across

act

acts

add

address

admire

adventure

afar

afraid

after

afternoon

afterward

afterwards

again

against

age

aged

ago

agree

ah

ahead

aid

aim

air

airfield

airplane

airport

airship

airy

alarm

alike

alive

all

alley

alligator

allow

almost

alone

along

aloud

already

also

always

am

America

American

among

amount

an

and

angel

anger

angry

animal

another

answer

ant

any

anybody

anyhow

anyone

anything

anyway

anywhere

apart

apartment

ape

apiece

appear

apple

April

apron

are

aren't

arise

arithmetic

arm

armful

army

arose

around

arrange

arrive

arrived

arrow

art

artist

as

ash

ashes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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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asleep

at

ate

attack

attend

attention

August

aunt

author

auto

automobile

autumn

avenue

awake

awaken

away

awful

awfully

awhile

ax

axe

baa

babe

babies

back

background

backward

backwards

bacon

bad

badge

badly

bag

bake

baker

bakery

baking

ball

balloon

banana

band

bandage

bang

banjo

bank

banker

bar

barber

bare

barefoot

barely

bark

barn

barrel

base

baseball

basement

basket

bat

batch

bath

bathe

bathing

bathroom

bathtub

battle

battleship

bay

be

beach

bead

beam

bean

bear

beard

beast

beat

beating

beautiful

beautify

beauty

became

because

become

becoming

bed

bedbug

bedroom

bedspread

bedtime

bee

beech

beef

beefsteak

beehive

been

beer

beet

before

beg

began

beggar

begged

begin

beginning

begun

behave

behind

being

believe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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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

below

belt

bench

bend

beneath

bent

berries

berry

beside

besides

best

bet

better

between

bib

bible

bicycle

bid

big

bigger

bill

billboard

bin

bind

bird

birth

birthday

biscuit

bit

bite

biting

bitter

black

blackberry

blackbird

blackboard

blackness

blacksmith

blame

blank

blanket

blast

blaze

bleed

bless

blessing

blew

blind

blindfold

blinds

block

blood

bloom

blossom

blot

blow

blue

blueberry

bluebird

blush

board

boast

boat

bob

bobwhite

bodies

body

boil

boiler

bold

bone

bonnet

boo

book

bookcase

bookkeeper

boom

boot

born

borrow

boss

both

bother

bottle

bottom

bought

bounce

bow

bowl

bow-wow

box

boxcar

boxer

boxes

boy

boyhood

bracelet

brain

brake

bran

branch

brass

brave

bread

break

breakfast

breast

breath

breathe

breeze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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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e

bridge

bright

brightness

bring

broad

broadcast

broke

broken

brook

broom

brother

brought

brown

brush

bubble

bucket

buckle

bud

buffalo

bug

buggy

build

building

built

bulb

bull

bullet

bum

bumblebee

bump

bun

bunch

bundle

bunny

burn

burst

bury

bus

bush

bushel

business

busy

but

butcher

butt

butter

buttercup

butterfly

buttermilk

butterscotch

button

buttonhole

buy

buzz

by

bye

cab

cabbage

cabin

cabinet

cackle

cage

cake

calendar

calf

call

caller

calling

came

camel

camp

campfire

can

canal

canary

candle

candlestick

candy

cane

cannon

cannot

canoe

can't

canyon

cap

cape

capital

captain

car

card

cardboard

care

careful

careless

carelessness

carload

carpenter

carpet

carriage

carrot

carry

cart

carve

case

cash

cashier

castle

cat

catbird

catch

c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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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rpillar

catfish

catsup

cattle

caught

cause

cave

ceiling

cell

cellar

cent

center

cereal

certain

certainly

chain

chair

chalk

champion

chance

change

chap

charge

charm

chart

chase

chatter

cheap

cheat

check

checkers

cheek

cheer

cheese

cherry

chest

chew

chick

chicken

chief

child

childhood

children

chill

chilly

chimney

chin

china

chip

chipmunk

chocolate

choice

choose

chop

chorus

chose

chosen

christen

Christmas

church

churn

cigarette

circle

circus

citizen

city

clang

clap

class

classmate

classroom

claw

clay

clean

cleaner

clear

clerk

clever

click

cliff

climb

clip

cloak

clock

close

closet

cloth

clothes

clothing

cloud

cloudy

clover

clown

club

cluck

clump

coach

coal

coast

coat

cob

cobbler

cocoa

coconut

cocoon

cod

codfish

coffee

coffeepot

coin

cold

collar



- 196 -

college

color

colored

colt

column

comb

come

comfort

comic

coming

company

compare

conductor

cone

connect

coo

cook

cooked

cooking

cookie

cookies

cool

cooler

coop

copper

copy

cord

cork

corn

corner

correct

cost

cot

cottage

cotton

couch

cough

could

couldn't

count

counter

country

county

course

court

cousin

cover

cow

coward

cowardly

cowboy

cozy

crab

crack

cracker

cradle

cramps

cranberry

crank

cranky

crash

crawl

crazy

cream

creamy

creek

creep

crept

cried

croak

crook

crooked

crop

cross

crossing

cross-eyed

crow

crowd

crowded

crown

cruel

crumb

crumble

crush

crust

cry

cries

cub

cuff

cup

cuff

cup

cupboard

cupful

cure

curl

curly

curtain

curve

cushion

custard

customer

cut

cute

cutting

dab

dad

daddy

daily

dairy

daisy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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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dame

damp

dance

dancer

dancing

dandy

danger

dangerous

dare

dark

darkness

darling

darn

dart

dash

date

daughter

dawn

day

daybreak

daytime

dead

deaf

deal

dear

death

December

decide

deck

deed

deep

deer

defeat

defend

defense

delight

den

dentist

depend

deposit

describe

desert

deserve

desire

desk

destroy

devil

dew

diamond

did

didn't

die

died

dies

difference

different

dig

dim

dime

dine

ding-dong

dinner

dip

direct

direction

dirt

dirty

discover

dish

dislike

dismiss

ditch

dive

diver

divide

do

dock

doctor

does

doesn't

dog

doll

dollar

dolly

done

donkey

don't

door

doorbell

doorknob

doorstep

dope

dot

double

dough

dove

down

downstairs

downtown

dozen

drag

drain

drank

draw

drawer

draw

drawing

dream

dress

dresser

dress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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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w

dried

drift

drill

drink

drip

drive

driven

driver

drop

drove

drown

drowsy

drub

drum

drunk

dry

duck

due

dug

dull

dumb

dump

during

dust

dusty

duty

dwarf

dwell

dwelt

dying

each

eager

eagle

ear

early

earn

earth

east

eastern

easy

eat

eaten

edge

egg

eh

eight

eighteen

eighth

eighty

either

elbow

elder

eldest

electric

electricity

elephant

eleven

elf

elm

else

elsewhere

empty

end

ending

enemy

engine

engineer

English

enjoy

enough

enter

envelope

equal

erase

eraser

errand

escape

eve

even

evening

ever

every

everybody

everyday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evil

exact

except

exchange

excited

exciting

excuse

exit

expect

explain

extra

eye

eyebrow

fable

face

facing

fact

factory

fail

faint

fair

fairy

faith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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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false

family

fan

fancy

far

faraway

fare

farmer

farm

farming

far-off

farther

fashion

fast

fasten

fat

father

fault

favor

favorite

fear

feast

feather

February

fed

feed

feel

feet

fell

fellow

felt

fence

fever

few

fib

fiddle

field

fife

fifteen

fifth

fifty

fig

fight

figure

file

fill

film

finally

find

fine

finger

finish

fire

firearm

firecracker

fireplace

fireworks

firing

first

fish

fisherman

fist

fit

fits

five

fix

flag

flake

flame

flap

flash

flashlight

flat

flea

flesh

flew

flies

flight

flip

flip-flop

float

flock

flood

floor

flop

flour

flow

flower

flowery

flutter

fly

foam

fog

foggy

fold

folks

follow

following

fond

food

fool

foolish

foot

football

footprint

for

forehead

forest

forget

forgive

for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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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otten

fork

form

fort

forth

fortune

forty

forward

fought

found

fountain

four

fourteen

fourth

fox

frame

free

freedom

freeze

freight

French

fresh

fret

Friday

fried

friend

friendly

friendship

frighten

frog

from

front

frost

frown

froze

fruit

fry

fudge

fuel

full

fully

fun

funny

fur

furniture

further

fuzzy

gain

gallon

gallop

game

gang

garage

garbage

garden

gas

gasoline

gate

gather

gave

gay

gear

geese

general

gentle

gentleman

gentlemen

geography

get

getting

giant

gift

gingerbread

girl

give

given

giving

glad

gladly

glance

glass

glasses

gleam

glide

glory

glove

glow

glue

go

going

goes

goal

goat

gobble

God

god

godmother

gold

golden

goldfish

golf

gone

good

goods

goodbye

good-by

goodbye

good-bye

good-looking

goodness

goody

g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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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berry

got

govern

government

gown

grab

gracious

grade

grain

grand

grandchild

grandchildren

granddaughter

grandfather

grandma

grandmother

grandpa

grandson

grandstand

grape

grapes

grapefruit

grass

grasshopper

grateful

grave

gravel

graveyard

gravy

gray

graze

grease

great

green

greet

grew

grind

groan

grocery

ground

group

grove

grow

guard

guess

guest

guide

gulf

gum

gun

gunpowder

guy

ha

habit

had

hadn't

hail

hair

haircut

hairpin

half

hall

halt

ham

hammer

hand

handful

handkerchief

handle

handwriting

hang

happen

happily

happiness

happy

harbor

hard

hardly

hardship

hardware

hare

hark

harm

harness

harp

harvest

has

hasn't

haste

hasten

hasty

hat

hatch

hatchet

hate

haul

have

haven't

having

hawk

hay

hayfield

haystack

he

head

headache

heal

health

healthy

heap

hear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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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d

heart

heat

heater

heaven

heavy

he'd

heel

height

held

hell

he'll

hello

helmet

help

helper

helpful

hem

hen

henhouse

her

hers

herd

here

here's

hero

herself

he's

hey

hickory

hid

hidden

hide

high

highway

hill

hillside

hilltop

hilly

him

himself

hind

hint

hip

hire

his

hiss

history

hit

hitch

hive

ho

hoe

hog

hold

holder

hole

holiday

hollow

holy

home

homely

homesick

honest

honey

honeybee

honeymoon

honk

honor

hood

hoof

hook

hoop

hop

hope

hopeful

hopeless

horn

horse

horseback

horseshoe

hose

hospital

host

hot

hotel

hound

hour

house

housetop

housewife

housework

how

however

howl

hug

huge

hum

humble

hump

hundred

hung

hunger

hungry

hunk

hunt

hunter

hurrah

hurried

hurry

hurt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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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h

hut

hymn

I

ice

icy

I'd

idea

ideal

if

ill

I'll

I'm

important

impossible

improve

in

inch

inches

income

indeed

Indian

indoors

ink

inn

insect

inside

instant

instead

insult

intend

interested

interesting

into

invite

iron

is

island

isn't

it

its

it's

itself

I've

ivory

ivy

jacket

jacks

jail

jam

January

jar

jaw

jay

jelly

jellyfish

jerk

jig

job

jockey

join

joke

joking

jolly

journey

joy

joyful

joyous

judge

jug

juice

juicy

July

jump

June

junior

junk

just

keen

keep

kept

kettle

key

kick

kid

kill

killed

kind

kindly

kindness

king

kingdom

kiss

kitchen

kite

kitten

kitty

knee

kneel

knew

knife

knit

knives

knob

knock

knot

know

known

lace

lad

ladder

la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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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

laid

lake

lamb

lame

lamp

land

lane

language

lantern

lap

lard

large

lash

lass

last

late

laugh

laundry

law

lawn

lawyer

lay

lazy

lead

leader

leaf

leak

lean

leap

learn

learned

least

leather

leave

leaving

led

left

leg

lemon

lemonade

lend

length

less

lesson

let

let's

letter

letting

lettuce

level

liberty

library

lice

lick

lid

lie

life

lift

light

lightness

lightning

like

likely

liking

lily

limb

lime

limp

line

linen

lion

lip

list

listen

lit

little

live

lives

lively

liver

living

lizard

load

loaf

loan

loaves

lock

locomotive

log

lone

lonely

lonesome

long

look

lookout

loop

loose

lord

lose

loser

loss

lost

lot

loud

love

lovely

lover

low

luck

lucky

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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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

lunch

lying

ma

machine

machinery

mad

made

magazine

magic

maid

mail

mailbox

mailman

major

make

making

male

mama

mamma

man

manager

mane

manger

many

map

maple

marble

march

March

mare

mark

market

marriage

married

marry

mask

mast

master

mat

match

matter

mattress

may

May

maybe

mayor

maypole

me

meadow

meal

mean

means

meant

measure

meat

medicine

meet

meeting

melt

member

men

mend

meow

merry

mess

message

met

metal

mew

mice

middle

midnight

might

mighty

mile

milk

milkman

mill

miler

million

mind

mine

miner

mint

minute

mirror

mischief

miss

Miss

misspell

mistake

misty

mitt

mitten

mix

moment

Monday

money

monkey

month

moo

moon

moonlight

moose

mop

more

morning

morrow

moss

most

mostly



- 206 -

mother

motor

mount

mountain

mouse

mouth

move

movie

movies

moving

mow

Mr.

Mrs.

much

mud

muddy

mug

mule

multiply

murder

music

must

my

myself

nail

name

nap

napkin

narrow

nasty

naughty

navy

near

nearby

nearly

neat

neck

necktie

need

needle

needn't

Negro

neighbor

neighborhood

neither

nerve

nest

net

never

nevermore

new

news

newspaper

next

nibble

nice

nickel

night

nightgown

nine

nineteen

ninety

no

nobody

nod

noise

noisy

none

noon

nor

north

northern

nose

not

note

nothing

notice

November

now

nowhere

number

nurse

nut

oak

oar

oatmeal

oats

obey

ocean

o'clock

October

odd

of

off

offer

office

officer

often

oh

oil

old

old-fashioned

on

once

one

onion

only

onward

open

or

orange

or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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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re

organ

other

otherwise

ouch

ought

our

ours

ourselves

out

outdoors

outfit

outlaw

outline

outside

outward

oven

over

overalls

overcoat

overeat

overhead

overhear

overnight

overturn

owe

owing

owl

own

owner

ox

pa

pace

pack

package

pad

page

paid

pail

pain

painful

paint

painter

painting

pair

pal

palace

pale

pan

pancake

pane

pansy

pants

papa

paper

parade

pardon

parent

park

part

partly

partner

party

pass

passenger

past

paste

pasture

pat

patch

path

patter

pave

pavement

paw

pay

payment

pea

peas

peace

peaceful

peach

peaches

peak

peanut

pear

pearl

peck

peek

peel

peep

peg

pen

pencil

penny

people

pepper

peppermint

perfume

perhaps

person

pet

phone

piano

pick

pickle

picnic

picture

pie

piece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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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eon

piggy

pile

pill

pillow

pin

pine

pineapple

pink

pint

pipe

pistol

pit

pitch

pitcher

pity

place

plain

plan

plane

plant

plate

platform

platter

play

player

playground

playhouse

playmate

plaything

pleasant

please

pleasure

plenty

plow

plug

plum

pocket

pocketbook

poem

point

poison

poke

pole

police

policeman

polish

polite

pond

ponies

pony

pool

poor

pop

popcorn

popped

porch

pork

possible

post

postage

postman

pot

potato

potatoes

pound

pour

powder

power

powerful

praise

pray

prayer

prepare

present

pretty

price

prick

prince

princess

print

prison

prize

promise

proper

protect

proud

prove

prune

public

puddle

puff

pull

pump

pumpkin

punch

punish

pup

pupil

puppy

pure

purple

purse

push

puss

pussy

pussycat

put

putting

puzzle

quack

qu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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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

queen

queer

question

quick

quickly

quiet

quilt

quit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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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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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Machine learning is a technique for predicting new data by

extracting hidden rules or patterns in data, and it has increasingly

received attention in various areas. Recently, in the field of Education,

it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policy, Educational

outcome, student motivation, and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Education-related data.

With the development of data collection, comput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scoring model

for English essay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English essays have the advantage of

allowing assessors to evaluate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learners’

ability to use language, cognitive ability and argument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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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single essay. However, compared to short-answer

questions, the assessor’s fatigue is higher,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takes a lot of cost and time for training scorers. Accordingly,

research related to automatic scoring, which automates the scoring of

English essays, has been conducted, but existing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b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s, such as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Therefor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automatic scoring of English essays is limited, and a systematic

and specific research is needed in order to be used in a wider range

of fields such as schools and college admissions.

This study is conducted to search for an automatic scoring method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English essays, and th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mponents of features in the model for

automated English essay scoring?

Second, how doe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automated scoring

model for the grade (or score)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essay data?

Third, how doe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automated scoring

model vary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asses of the English essay

grades (or score)?

Fourth, how doe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automated scoring

model vary according to the scoring characteristics that were put into

the automated scoring model for English essay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YELC (Yonsei English Learners'

Corpus) and ASAP (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oject). YELC

is an English essay data about randomly distributed topics of si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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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written by Korean college freshmen (a total of 3,236 cases,

including final scores). The ASAP was written by 8th grad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1,783 cases, including scoring results) on the

same topic across studen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features in the automatic scoring model

for English essays are classified into the level of word-sentence and

the level of paragraph or higher. This study composed the level of

word-sentence of lexical diversity, lexical sophistication, and

grammatical and mechanical error. Also, this study composed the

level of paragraph or higher of essay length, similarity with

high-scoring answers, and readability. The textual features of the

essay belonging to each sub-area were also selected. The selection of

the features wa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the textual

qualities that affect the final grade (score) of an essay. Using the

natural language process and text analysis techniques, individual

textual features were extracted.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utomated scoring model

for English essays, the predictive power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say data, and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the scoring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random forest analysis, when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and

sampling techniques were not applied, the accuracy of YELC was

0.41 and the accuracy of ASAP was 0.53.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eature importance, in YELC, grammatical and

mechanical errors, readability, and lexical sophistication demonstrated

high importance. In the case of ASAP, readability, essay length, and

lexical diversity showed high importanc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dictive pow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asses in the automatic scoring model for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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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the predictability of the model increased as the number of

classes decreased. In the case of YELC, when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was 7, the predictability was 0.41. But it improved as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decreased, and when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was 2, it improved to 0.75. In the case of ASAP,

when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was 10, the predictability was

0.53. But it improved as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decreased,

and when the number of scoring categories was 2, it improved to

0.82.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dictive power according to

the scoring features of the automated scoring model for English

essay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However, the imbalance of

predictive power for each class was somewhat resolved when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d-sentence leve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agraph or higher level were input. For example, it was

found that the scoring class, which failed prediction when only the

word-sentence level was input, showed improvement in the predictive

power when additional features above the paragraph level were added.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it has an effect on resolving the

imbalance in predictive power between scoring categories.

To summarize, this study specifically proposes the components of

features in the automated scoring model for English essays, and the

predictive power according to the item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scoring classes, and scoring features for the automated scoring model

using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It is meaningful that it suggested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utomated English essay scoring.

The features of the automated English essay scoring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 analysis technique using machine learning can

be used in further related studies. However, this study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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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a model for automated scoring methods for English essays,

so needs to be elaborated through improvement of feature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expansion of target data.

keywords : Machine learning, Automatic scoring, English essay,

Automated English scoring, Random forest, Feature extraction

Student Number : 2017-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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