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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령기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경향을 파악하고, 채점자가 채점 

과정 중 산출한 구어 프로토콜과 채점 후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가 보인 경

향의 요인을 파악하여 채점자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자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채점자 신뢰도가 확보되어야만 평가의 타당도가 확보될 수 있으며, 채점자 교육 또

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말하기 평가는 다른 영역의 평가와 달리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을 듣고 기억하여 채점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점 과

정에서 채점자가 주목하고 기억하는 수험자 수행의 측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채점자는 채점 준거를 근거로 수험자의 수행을 판단하기 

때문에 채점자가 평가 구인, 즉 채점 준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수험자의 숙달도와 문항의 특성 등과 상호작용하여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학령기 KSL 

말하기 평가는 한국어 강사와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 교실 

평가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KSL 학습자의 진급이나 원적학급 복

귀 등 향후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KSL 학습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들은 주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력을 진단하고, 정확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점자 교육이 필요

한 상황이다. 교사의 판단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의 평가 실행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교

사의 채점 실행에 주목하였다.

 채점 경향과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SL 말하기 평

가 도구를 구안하고,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KSL 말하기 평가 도구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에는 초등학생 중도입국 KSL 학습자 15명이 수

험자로 참여하였으며, 초등 KSL 학습자를 교육 및 평가한 경험이 있는 6명의 KSL 

교사가 채점자로 참여하였다. KSL 말하기 평가 이후 채점자가 수험자에게 부여한 

점수와 함께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 중 떠오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구어 프로토콜을 

수집하였다.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모든 채점자들이 전반적으로 관대한 경향

을 보였으며, 개별 채점자들의 엄격성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의 채

점자는 특정 점수에 대한 집중경향성을 보였으며. 모든 준거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

하여 후광성을 보인 채점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편향) 분석을 통해 수험

자, 준거, 문항에 따른 편향을 보인 채점자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채점자가 산출

한 구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고, 채점자 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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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채점자가 가진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과 이전 경험 등을 알아보았다. 채점자의 

구어 프로토콜과 인터뷰 분석을 통해 채점자가 보인 수험자 숙달도에 따른 편향의 

원인은 채점 준거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채점자는 낮은 숙

달도 수험자에게 엄격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채점에서 내용 구성 준거를 근거로 다른 준거의 수행에 엄격한 점

수를 부여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는 내용 구성 준거의 수행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행 준거에 관대한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

해 해당 채점자는 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점자는 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수험자의 내용 구성 수행에 집중하였고, 이에 대한 인상이 다른 준거의 판단에

도 영향을 주어 수험자 숙달도에 따른 상반된 엄격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채점자는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준거 채점에

서 문법적 정확성이나 내용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게 채점하고,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채점에서는 반응만으로도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내용 

구성 준거의 수행에 대한 인상을 토대로 엄격하게 채점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

다. 3점에 대한 집중경향을 보인 채점자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수행을 평가할 때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3점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채점자는 

점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수험자의 발화가 적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 주관적

인 기준을 적용하여 1-2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관대한 

점수인 3점을 부여하여 집중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채점 과정에 대한 모

니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채점자 특유의 관대한 경향 또한 집중경향성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채점자는 채점 과정에서 자신감과 같은 태도

나 가능성, 예후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채점자가 수험자의 현재 수준에 대한 판단

이 목적인 숙달도 평가에서 형성평가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광성을 보인 채점자는 수험자가 산

출한 어휘의 양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행을 먼저 채점한 후 모든 준

거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 분석을 통해 채점자가 

준거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점수를 부여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끝으로 채점 경향 분석과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채점자 교육을 위

한 논의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 목표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KSL 말하기 평가 도구를 구안하여 실제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고, KSL 교사의 채점 과정을 분석하여 채점자 교육의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말하기 평가, KSL 평가, 채점자, 교사 평가자, 채점자 교육, 다국면라쉬모형

학번: 2018-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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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가(assessment)는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한 대상에 대한 여러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완기, 2017:24).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약점과 

강점에 대한 피드백에서부터 진급이나 진학과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에까지 활용되

기 때문에 평가 과정은 정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 기술(language skills)과 달리 말하기 평가는 수행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채점자와 채점 기준을 매개로 점수 결정이 이루어기 때문에 채점의 신뢰도가 평가 

결과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홍종명, 2015a; 홍종명, 2015b; 이인혜, 2018; 홍종

명, 2019). 특히 말하기 평가는 쓰기 평가와 다르게 수험자의 수행을 듣고 기억에 

의존하여 채점한다는 특징이 있어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 중 어느 부분에 집중했

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수험자의 숙달도 수준 및 문항의 특성 등과 

상호작용하여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채점자는 채점 기준 즉, 채점 

준거를 근거로 수험자의 수행을 판단하기 때문에 채점자가 채점 준거를 어떻게 인

식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점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규모 평가(large-scale assessment)에서는 전문 채점자가 채점을 수행하는 반면, 

교실평가(classroom assessment)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평가자의 역할을 겸

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학습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와 학습자의 능력을 가늠하여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하거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를 수행한다. 이처럼 교실에서는 여러 목적의 평가가 실행되는데,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의 평가 문식성

(assessment literacy)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 문식성은 평가에 관한 지식과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평가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평가 맥락에 맞추어 평가를 실행하고 주체적인 평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평가 문식성 향상을 통해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피드백이 가능하며, 평가자 정체성 형성을 통해 

평가 과정 전체를 변화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평가의 변화는 곧 교수·

학습 과정 전체의 변화를 가져와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

으로 교사의 평가 문식성 향상은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

사 대상 채점자 교육은 교사의 평가 문식성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 배경 학령기 학습자(이하 KSL 학습자)대상으로 KSL(Korea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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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Language) 진단·보정 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나 교실 단위에서 

교실 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령기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강사와 한국어 학급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학습 과정 중 이루

어지는 형성평가와 학습자의 현재 능력을 진단하고,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총

괄평가를 실행하는 평가 주체다. 평가 결과는 KSL 학습자의 진급이나 원적학급 복

귀 등 향후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사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

다. 특히 말하기 평가는 전적으로 교사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채점자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KSL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채점자 교육은 부재한 상태

다. KSL 교사는 대규모 평가의 채점자와 달리 교수자와 평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KSL 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채점자 교육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평가 연구의 대부분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

며, 학령기 KSL 학습자 대상 평가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특히 학령기 KSL 교

사의 평가 실행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KSL 학습자 대상 말

하기 평가에서 보이는 채점 경향을 파악하고, 채점 과정과 인터뷰를 통해 경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등 KSL 말하

기 평가에서 보이는 채점 경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채점자가 채점 과정 중 산

출한 구어 프로토콜과 채점 후 실시한 인터뷰를 분석하여 KSL 채점자들이 보인 채

점 경향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탐구의 결과로서 KSL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KSL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들은 어떤 채점 경향(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상

호작용)을 보이는가?

2. KSL 말하기 평가의 채점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채점 경향의 원인은 무엇

인가?

3. 채점 경향 및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KSL 채점자 교육에 시사하

는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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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 연구

  2.1. KSL 학습자 대상 평가 연구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KSL 학

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평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KSL 평가 연구는 숙달도 

평가 개발 연구와 진단평가 개발 및 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숙달도 평가 개

발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 평가

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민병곤 외, 2010). 이후 KSL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제2언

어로서의 한국어의 관점에서 평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서혁(2014)은 초·중등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평가 도구와 국내의 한국어 평가 도구 

분석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요하며, 다문화 배경 학습

자들의 다양한 한국어 능력 층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관찰과 평가

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평가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평가 구인과 척도 설정을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준호(2015)는 아동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범주 

및 평가 구인을 설정한 연구로 아동 대상 평가 이론을 고찰하여 과제 설계 및 텍스

트 선정 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아동의 국어 능력 발달 양상을 알아보고, 이를 의사소통능력의 관점에서 ‘문

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과제 수행 능력’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노정은(2015)은 다문화 배경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 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수준별 척도와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언어 능력에 관한 이론과 함께 커민스(Cummins)의 빅스(BICS)

와 캘프(CALP) 개념, 스노우(Snow, 2005)의 학업문식성 모형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

습자와 관련된 언어 능력을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

한 지식, 기술 태도, 학습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행 중심의 언어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평가 연구 및 평가 도구와 교육과정 분석, 전문

가 평정 절차를 통해 학령기 학습자 대상 언어 평가의 초등 학년군별 기준과 범주, 

평가 과제 개발의 원리와 과제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KSL 학습자의 

언어 능력 정의에서 교과 학습을 위한 언어가 필요한 학령기 학습자임을 고려한 점

과 평가 범주와 과제를 개발하고 구성 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이정희 외(2017; 2018)는 국외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등급과 영역을 설정하고, 문항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평가 도구

의 개발 배경, 등급 구분 및 영역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를 파악하여 3종 6등급 체제의 도입과 듣기, 읽기, 쓰기 영역 시험의 개발을 모

색하였다. 이후 이정희 외(2018)는 해외 평가 도구의 문항 유형을 분석하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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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고, 아동·청소년 학습자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 환경을 반영한 문항을 개

발하였다. 이후 현지 교사 인터뷰와 학생 대상 평가를 통해 평가 구성이나 개발 문

항의 난이도 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숙달도 평가를 개발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통해 문항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SL 학습자 대상 숙달도 

평가에 관한 연구는 KSL 학습자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KSL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평가 구인 및 척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실제 문항 개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아

직은 평가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언어 기술(skills)별로 연구가 진행

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말하기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KSL 진단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개발 연구와 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조남민·남명호(2013)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KSL 진단평가의 쓰기 

영역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로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틀을 제시하고 쓰기 평가

의 구인 및 평가 비중을 제시하였다. 홍종명(2015a)는 개발된 KSL 진단평가 도구가 

KSL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이를 위

해 KSL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등급 및 영역별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고 진

단평가의 듣기와 읽기 영역의 내용 타당도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듣기와 

읽기 영역 모두에서 상황 및 주제 범주나 텍스트 유형은 교육과정 본래의 사용역에

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학습 한국어와 관

련 있는 문항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KSL 진단평가는 

초, 중, 고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초, 중, 고를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평가의 단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쓰기와 말하기 영역은 수행평가로 이

루어져 있어 진단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과 채점 신뢰도 확보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종명(2015b)는 KSL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 고

찰하기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교사를 대상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 체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였는데, 현장 교사의 면담 결과를 통해 진단 도

구를 제대로 다루고 수험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할 교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채점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나 연수를 받은 교사가 거의 없어 

평가의 중요한 부분인 채점의 신뢰도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이인혜(2018)은 미국의 ESL 교육과정인 위다(WIDA)의 세 가지 진단평가

(WIDA screener, W-APT, W-MOEDL)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단평가 개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KSL 진단평가는 국내 출생 다문화 가

정 자녀와 같이 생활 한국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학업을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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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진단평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교과 적응 한국어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의 시

험으로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를 평가할 경우, 초급 학습자는 좌절하거나 고급 학습

자의 경우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어느 정도 고급 수준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숙달도별 시험을 출제하고 이를 적응 검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한 쓰기 평가의 채점 방식의 채점 기준이 채점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

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교사도 채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오문경(2018)은 KSL 진단평가 말하기 영역을 일본어 능력 평가 도구(JSL)와 비

교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다. 두 도구의 분석을 통해 교과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KSL 진단 말하기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하기 평가 

시간 증배 및 시험 입력물(그림카드)의 보강, 채점 신뢰도를 위한 질적 평가 기준

(내용의 풍부함, 어휘의 질, 말하기 태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홍종명(2019)는 

진단평가 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버크만과 팔머(Bachman&Palmer, 2010)의 시험 

과업 특성틀에 따라 분석하여 효율적인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시험 과업 특성틀에 따라 KSL 진단평가 도구를 분석한 결과, 말하기 평가의 과제가 

대부분 일방향 과제와 비상호작용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와 함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의 역할과 이들을 위한 교육, 연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KSL 학습자 대상 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현재 국외 KSL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숙달도 평가와 국내 KSL 학습자 평가를 위한 진단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KSL 진단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해외의 진단도

구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이인혜, 2018; 오문경, 2018), 진단도구

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홍종명, 2015a; 홍종명, 2019)가 주를 이루었다. 주목할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함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말하기 평가는 수행평가 방식으로 채점자의 주관이 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KSL 학습자 대상 평가는 KSL 교사를 주체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점자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채점자들이 보이는 채점 경향과 그 원인을 파악하

고, KSL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경향 연구

   말하기와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험자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채점자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이향, 

2013:216). 채점 경향은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등으로 구분되며 선행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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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채점자의 엄격성을 다루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채점자 간 엄격성 차이

를 채점자의 모국어나 교육 경험과 같은 채점자의 배경변인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

였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준거 인식이 채점자의 엄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엄격성 외에도 채점자의 집중경향성, 후광성 

등의 채점 경향을 다루었으며, 채점 과정에서의 차이가 채점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채점자의 엄격성을 다룬 선행연구 중 김현아(2016)은 한국어 말하기 평가 채점에

서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엄격성 차이를 분석하여 상세한 채점 척도 제공과 채점자 

훈련이 두 그룹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차 채점 결과, 엄격성 측

면에서 비원어민 채점자는 원어민 채점자에 비해 더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채점자 

훈련을 동반한 2차 채점에서는 두 그룹 간의 엄격성 차이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

다. 상세한 채점 척도와 평가자 훈련을 통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조정되었지만, 원

어민과 비원어민 교사 사이에는 엄격성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원미진·김지영(2017)은 채점자 훈련을 통해 채점자의 엄격성이 채점자의 모

국어와 교육 경험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어교육 유

경험자 집단, 한국어교육 무경험자 집단, 비원어민 집단으로 채점자 집단을 구분하

여 채점자 훈련을 실시한 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채점자 집단이 전체적으

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훈련을 통해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동일한 채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집단이 비원어민 집단

에 비해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면 원어

민 여부에 따라 엄격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는 채점자 훈련을 통해 어느 정

도까지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자의 모국어 외에도 채점자의 전공에 따른 엄격성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

다. 이향(2013)은 한국어 말하기 평가 중 발음 영역에 한정하여 교육 경험과 전공에 

따른 채점 경향을 살펴본 연구다. 분석 결과, 음운론 전공자 그룹이 가장 엄격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 그룹, 마지막으로 문학 그룹이 가장 관대한 채점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진(2014)는 영어 말하기 평가 채점자의 모국어, 성별, 

연령, 학력, 전공과 같은 배경변인과 시험 방법에 따른 채점 경향의 상호작용을 분

석한 연구다. 성별 그룹을 제외하고 원어민, 젊은층, 학사, 비전공자 채점자 그룹이 

관대한 반면, 한국인, 고연령, 박사과정, 전공자 그룹이 엄격하였다. 전공자 그룹이 

좀 더 엄격한 경향을 보인 것은 이향(201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강석한·안현

기(2014)는 전문가 집단(국어학 박사, 한국어교육 자격 소지자)과 비전문가 집단(일

반 직장인, 고졸, 대졸)으로 채점자 집단을 구분하여 전공에 따른 채점 경향을 분석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

고 있었고, 엄격성 측면에서도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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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정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평

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문가 집단은 영역별로 고르게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비전문가 집단은 발음과 문법, 전반적인 인상 부분에서 상당히 관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는 관련 전공 경험이 채점자의 내적 일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채점자의 전공 외에도 교육 경험에 따른 채점 

경향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버틀러(Butler, 2009)에서는 초등과 중등의 ESL 교사들

의 말하기 채점 경향을 비교한 연구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대체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 ESL 교사들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해 학습자의 자신

감 있는 태도를 잠재적 능력(potential ability)의 증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레빈 외(Levine et al, 1987)와 앙아우(Ang-Aw, 2011)의 연구 결과

에서도 교사들은 대체로 수험자들에게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수험자의 노력

과 의지를 점수 결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채점자의 평가 경험에 따

른 채점 경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김현정(2011)은 채점자의 평가 경험과 과제에 

따른 채점 경향을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채점자의 엄격성과 내적일관

성, 응시자 수준 및 채점 기준에 따른 편향은 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험이 적은 채점자는 과제에 따른 엄격성의 편차가 경험이 많은 채점자에 비해 크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구조화 인터뷰나 자극 회상과 같은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 

  채점자의 배경변인 외에도 채점 준거와 수험자 수준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채점자 엄격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쉐이퍼(Schaefer, 2003)는 채점 준거와 수험자

의 수준에 따른 채점자의 패턴과 채점자의 엄격성을 분석하였다. 내용(content)과 

조직(organization) 준거를 엄격하게 채점한 채점자는 언어 사용(language use) 준거

를 관대하게 채점하였고, 이와 반대되는 패턴도 발견되었다. 또한 낮은 숙달도 수준 

수험자보다 높은 숙달도 수준의 수험자를 더 엄격하게 채점하는 편향이 발견되었

다. 채점자 편향이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단순히 현상만으로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편향 패턴의 원인을 파악하

고자 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에케스(Eckes, 2008)는 채점자 편향의 원인을 채점자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거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4명

의 쓰기 채점자에게 설문지를 통해 수험자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준거

를 선택하게 하였다.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으로 채점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준

거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고, 군집분석을 통해 6가지의 채점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범주화된 각 유형들은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평가자들은 모든 

채점 준거에 고르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한 준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후속 연구인 에케스(Eckes, 2012)는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채점자들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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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채점에서 준거에 따른 편향이 유사함을 밝혔다. 따라서 채점자들의 인식과 행동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채점자의 준거에 대한 인식과 채점자의 엄격성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분석하여 배경변인이나 준거 인식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

도 있다. 브라운(Brown, 2000)은 아이엘츠(IELTS) 구어 인터뷰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

들이 총체적 채점 척도를 어떻게 해석하여 채점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채

점 과정을 분석한 연구다. 자극 회상 구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채점 과정을 분석

한 결과,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언어 수행 실패를 성격이나 미성숙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채점자는 채점 척도에서 언급한 준거 외에도 채

점자만의 준거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채점자마다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원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설정한 준

거로 인해 채점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지영(2018)은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에 참여한 채점자들의 채점 경향을 다국면라쉬모형으로 분석하고, 채점 

이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알

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에서 3차까지 채점을 실시하여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

이와 채점자 내 일관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이는 채점이 

거듭되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고, 채점 일관

성은 채점자와 채점 차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채

점자들이 한 구인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면 다른 구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

한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채점자들과 비슷한 점수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쉐이퍼(Schaefer, 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채

점자들이 보상적(compensatory) 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점자 일관성이 

높더라도 특정 준거, 평가 문항과 상호작용하여 편향이 발생하였으며, 채점자의 이

전 평가 경험이 채점자 엄격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채점 경향의 원

인을 알아보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으나 인터뷰가 개별이 아닌 그룹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 채점자가 보인 채점 경향의 요인을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

었다. 이성준(2019)은 채점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채점의 진행에 영향을 

주어 채점자 사이의 상이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

증하기 위해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채점 과정을 논증 요소로 코딩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문항과 수험자의 숙달도 수준에 따라 척도 적용 순서를 비교하여 채점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격하거나 관대한 경향이 나타난 채

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한 준거를 반복적으로 주목하거나, 종합적

인 접근이 필요한 채점 준거에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채점을 할 때 엄격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면 채점자의 엄격성은 채점자의 모국



- 9 -

어와 전공, 교육과 평가 경험과 같은 배경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채점자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 경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최근에는 채점자의 배경변인 외에도 채점자의 준거 인

식이나 준거의 적용 방식의 차이가 엄격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채점 과정 분석과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채점 경향의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엄격성과 더불어 집중경향성 또한 선행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채점 경향 중 하

나다. 레키 외(Lekie et al., 2011)은 집중경향성과 채점자의 경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채점자가 자신의 채점이 모니터되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경험이 많은 채점자

인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집중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성준(2019)에

서도 채점자의 이전 평가 경험이 채점 과정에 영향을 주어 다른 채점자들과의 차이

를 줄이고자 중간 척도를 선택하는 전략으로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엄격

성과 집중경향성 외에도 채점자의 후광성(halo)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후광성은 채

점자가 어떤 특성을 평가할 때 다른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채점자가 언어 능력의 여러 단면들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

나, 말하기 수행 능력 차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점자일 때 나

타날 수 있다(신동일·장소영, 2002:217). 랜스(Lance, 1994:332)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채점자의 기억력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험자와 관련된 인지적인 표

상, 채점 척도의 범주의 유사성 등이 후광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후

광성은 수험자의 수행에서 특정한 측면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채점함으로써 나타

날 수 있는데 리와 로렌조 더스(Li & Lorenzo-Dus, 2014)는 수험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후광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킴(Kim, 2020)에서

는 척도 제시의 순서를 달리하여 후광성의 크기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로 분석적 

척도에서의 준거 제시 순서가 후광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채점자의 모국어나 전공, 교육 경험 등과 같은 배경변인과 

수험자, 과제, 채점 척도와 상호작용하여 채점자 간 차이를 불러일으키며, 채점자의 

준거 인식 및 준거 적용의 차이가 채점 과정에 영향을 주어 채점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채점자의 엄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순한 현상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김지영(2018)은 개별 채점자의 채

점 경향 분석과 포커스 인터뷰 그룹을 통해 채점자의 배경변인이 실제 채점 과정에 

영향을 주어 엄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이성준(2019)은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채점 과정에서 준거 적용 순서와 채점 준거에 대한 반복적

인 주목으로 인해 엄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엄격성 외에도 집

중경향성과 후광성과 같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채점자의 교육 경험이나 채점 

준거의 제시 순서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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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채점 경향과 함께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인 학습자 대상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들이 보이는 채점 경향을 파악하고,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채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3.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교육 연구

 말하기 평가는 수험자의 수행을 듣고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의 숙달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채점자가 주목한 수험자 수행의 측면(aspect)과 채점 기준의 해석

과 적용 방식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위어(Weir, 2005:46)는 말하기 평가 타

당도 체계(Framework for Validating Speaking Tests)에서 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타당도 중 하나로 채점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채점 타당도 요소에는 채점 준거

와 더불어 채점자, 채점 절차 등이 포함되며, 채점자 교육 또한 채점 타당도의 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채점자는 수험자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채

점자 신뢰도가 확보되어야만 평가의 타당도 또한 확보될 수 있으며, 채점자 교육 

또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채점자 교육은 우어와 후프컷(Woehr&Huffcutt, 1994)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었다. 첫째는 채점자 오류 훈련(rater error training)으로 채점자 스스로가 후광성

과 관대함과 같은 오류를 인식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는  

수행 차원 훈련(performance dimension training)으로 이 유형의 채점자 교육에서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파악하고, 채점자가 채점 척도를 검토하거나 실제 채점 척도

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참조 체계 훈련(frame-of-reference 

training)으로 수험자의 수행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수행의 각 차원을 예시로 제공

하여 연습 및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교육 유형은 채점자가 평가를 

수행할 때 수행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

지막으로 행동 관찰 훈련(behavioral observation training)은 채점자가 행동 사건

(incident)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오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는 주로 

채점자 오류 훈련의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채점자 간 근본적인 차이는 제

거할 수 없음을 인식한 이후에는 수행 차원 훈련과 참조 체계 훈련의 유형으로 채

점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채점자 교육1)과 관련된 연구는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채점자 배경변인별 채

점자 신뢰도와 엄격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구어 프로토콜을 분석

하여 채점자 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여 채점자 교육의 효과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

1) 연구에 따라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 훈련(training)으로 불리기도 하며, 초보 채점자들을 위한 채점자 교육과 비
교적 경험이 많은 채점자들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채점자 조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도 한다(이영식,2000).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교육’을 초보 채점자를 위한 채점자 교육과 숙련된 채점자를 위한 채점자 조정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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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었다. 브라운(Brown, 1995)은 교육 경험과 직업적 배경이 다른 원어민, 

비원어민 채점자에게 채점자 교육을 실시한 후 적합도와 엄격성 등을 확인한 결과, 

채점자들은 각기 다양한 수준의 적합도와 엄격성을 보였다. 또한 채점자는 이전 경

험을 통해 채점 준거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한 훈

련만으로는 엄격성 차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말하기 평가

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위글(Weigle, 1998), 콘도 브라운(Kondo-Brown, 2002)과 같은 

쓰기 평가 채점자 교육 연구에서도 개별 채점자의 엄격성은 채점자 교육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럼리와 맥나마라(Lumley&McNamara, 1995)에서는 

채점자 교육 후 시간 차를 두어 3회의 채점을 실시한 결과, 채점자 간의 엄격성 차

이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채점 차시마다 채점자의 엄격성이 변화하는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채점자들이 내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반복적인 채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미영·김지영(2017)은 한

국어교육 경험 유무와 원어민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말하기 평가 채점자 교

육을 통해 이들 집단의 엄격성 변화와 편향을 비교하였다. 채점자 교육 이후에도 

엄격성 변화는 일관적이지 않고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험 여부와 원어민 

여부에 따라 특정 문항과 준거에 따른 편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채점자의 교육 경험, 채점자 교육 경험, 모국어 따른 채점 경향은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채점자의 배경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

재하는 경우는 교육 이후에도 그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으나, 채점자의 내

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채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채점자 교육 연구에서는 채점자 간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채점 타당도 확보를 위해 채점자 교육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면라쉬모형 분석과 같은 

양적 분석과 함께 채점자의 구어 프로토콜과 같은 질적 분석을 통해 채점 과정을 

살펴보고 채점자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오어(Orr, 2002)는 FCE(The Cambridge 

First Certificate in English) 말하기 평가에서 훈련받은 채점자들의 구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채점자들이 각기 다른 준거에 주목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같은 준거에 주

목하더라도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채점자 

교육에서는 특히 채점 준거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파

파존(Papajohn, 2002)에서는 채점자들이 표준화된 채점자 교육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채점 과정 개념지도(concept map)를 만들어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채점자 교육에서는 채점자들이 채점 준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채점자들의 개념지도를 확인하여 채점자들이 간과하는 채점 

준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채점자 신뢰도와 엄격성 차이와 같

은 양적 분석 외에도 구어 프로토콜 분석과 같은 질적 분석을 통해 채점자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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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수험자 수행과 준거 해석 및 적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준

(2019)은 말하기 평가의 채점 과정 분석 결과를 통해 채점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채점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타 채점자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교육보다는 

채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

해 채점 척도의 내재화, 수행 정보에 대한 타당성 확보 등과 같은 채점자 교육 원

리와 채점 과정 절차에 따른 채점자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여 채점자가 자신의 채점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은실 외(2020)는 워크숍 기반 채점자 훈련의 효

과를 담화 분석을 통해 확인한 연구다. 채점자 워크숍에서 산출된 담화를 분석한 

결과, 채점 과정에서 각 준거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이 채점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났

으며, 채점자의 교육 경험이 평가 척도(rating scale) 적용에 대한 채점자의 정신적 

채점 기준 정립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채점자들은 협의 과정을 통해 채점 

수행에서 과제의 특성에 대한 접근과 주관적인 채점 준거 인식을 조정할 수 있었으

며, 평가 척도에 대한 적용의 차이를 조정하고 정교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 간 근본적인 차이는 제거할 수 

없지만, 채점자가 내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 간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한 개별 

채점자의 성찰과 채점자 워크숍 같은 협의 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학령기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에서 보이는 채점 경향과 그 원인

을 파악하여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에 부여한 점수를 통해 채점자의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과 같은 

채점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점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과 인터뷰와 같은 추가적인 질적 자료 분석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

였다. 혼합연구방법은 통합방법 연구로도 불리며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자료 수집

과 분석 절차, 추론 과정에서 질적 양적 접근을 활용하는 연구 설계의 한 유형으로 

정의된다(Tashakkori&Teddlie, 2003:711). 본 연구에서는 다국면라쉬모형 분석과 같

은 양적 자료와 채점자 구어 프로토콜 및 인터뷰와 같은 질적 자료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샤코리와 테들리(Tashakkori&Teddlie, 2015)가 제시한 병렬

적 통합 설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병렬적 통합 설계 방식에서는 질적, 양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양적, 질적 단계가 계획되고 실행된다

(Tashakkori&Teddlie, 2015:46). 본 연구에서는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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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학년 성별 표준한국어 수준
E1 5 남 의사소통 3권
E2 5 남 의사소통 2권
E3 3 여 의사소통 2권
E4 6 여 의사소통 2권
E5 6 남 의사소통 4권
E6 5 남 의사소통 4권
E7 4 남 의사소통 2권
E8 3 남 의사소통 2권
E9 3 여 의사소통 2권
E10 3 여 의사소통 2권
E11 5 여 의사소통 4권
E12 5 남 의사소통 2권
E13 5 여 의사소통 4권
E14 6 남 의사소통 2권
E15 4 남 의사소통 1권

채점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수험자의 발화를 듣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구어 프로

토콜을 분석하였다. 채점 이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채점자들의 준거 인식과 이전 경

험 등을 알아보았으며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1. KSL 말하기 평가 수험자 및 채점자

  본 연구의 KSL 대상 말하기 평가는 어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상대자

와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을 녹음한 파

일을 듣고 평가하는 반직접 평가로 이루어졌다. 평가에 참여한 수험자들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군 이상의 중도입국 KSL 학습자로 표준

한국어 교재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을 공부하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수험자 정

보는 다음 <표 I-1>와 같다. 

<표 I-1> 본평가 수험자 정보 

  본 연구는 학령기 한국어(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령기 KSL 학습자 대상으로 교육 및 평가 

경험이 있는 KSL 교사를 채점자로 섭외하였다. KSL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학급 담임과 한국어 강사로서 이들은 학생 관리와 교실 

운영에서 긴밀한 협업을 하게 되며 기관에 따라서는 함께 협력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홍종명b, 2015:2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급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와 

한국어 강사를 KSL 교사로 보고, 두 배경의 KSL 교사를 동일한 비율로 채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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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성별 연령
한국어교육 

경력

KSL 평가

경험
전공

R1 여 40대 3년 7회 외국어(독어)교육

R2 여 50대 6년 10회 한국어교육

R3 남 30대 6년 10회 초등교육

R4 여 30대 11년 15회 한국어교육

R5 여 40대 1년 2회 초등교육

R6 여 40대 2년 4회 초등교육

포함시켰다. 특히 중도입국 KSL 학습자의 비율이 높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시흥을 

중심으로 다문화 연구학교 및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및 한국어 

강사를 섭외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채점자가 보이는 전형성(prototypicality)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채점자 R1은 경기도 시흥 소재의 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

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경력 3년 중 2년 10개월은 학령기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채점자 R2는 경기도 시흥 소재의 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총 6년의 한국어 교육 경력

을 가진 채점자다. 6년의 경력 중 4년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이 있

으며 최근 2년간 KSL 교육을 담당하였다. 채점자 R3는 서울 남부 소재 다문화 연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로 초등교육 경력은 12년이며, 총 6년의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 채점자 R4는 서울 남부 소재의 다문화 연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로 총 11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으

며, 6개월의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 채점자 R5는 서울 

남부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사로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16년의 초등 교육 경력과 1년의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 

채점자 R6은 서울 남부 소재 다문화 연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며 총 23

년의 초등 교육 경력, 2년의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본 

평가에 참여한 채점자 정보는 다음 <표I-2>와 같다.

<표I-2> 본평가 채점자 정보

  

  본격적인 채점에 앞서 개별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채점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채점자 교육은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반적

인 채점 절차와 함께 KSL 말하기 평가의 채점 척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

답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채점자들이 채점 척도를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판단된 

후에는 구어 프로토콜 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습 파일2)을 제공하여 

구어 프로토콜 산출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모든 채점의 과정은 절차화하여 제공

2) 예비채점을 통해 산출된 채점자 구어 프로토콜은 예시 자료로써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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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방법 시사점

평가 문항 및 

채점 척도 개발

아동 학습자 대상 제2언어 

평가 이론 고찰
문헌연구

· 연령을 고려한 

그림 자료 사용

· 숙달도를 

고려한 과제 유형

· KSL 교육과정 구성 범주 

분석 및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 

분석

문헌연구

· KSL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및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채점 

척도 분석

문헌연구

· 공통으로 

포함된 채점 준거 

추출

· 어휘, 문항 

수준의 응답에 

순 내용

1 채점자용 동의서 및 설문지 파일 작성

2 전반적인 채점 절차 안내(부록1)

3 말하기 평가 채점기준표 및 평가문항, 보조도구(그림) 설명 및 질의응답

4 구어 프로토콜 방법 설명(구어 프로토콜 파일 예시 제시) 및 질의응답

5 구어 프로토콜 연습 파일 제공 및 피드백3)

6 본채점용 학생 말하기 데이터 송부 

되었으며, 전반적인 채점자 교육 절차는 다음 <표I-3>와 같다. 

<표I-3> 채점자 교육 절차

 

 3.2.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의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 및 채점 척도는 아동 학습자 대상 

제2언어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KSL 교육과정과 캠브릿지 영어 평가, 토플 프

라이머리 영어 평가 등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 및 채점

척도 분석을 통해 개발되었다. 1차 예비평가를 통해 문항 수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한 이후 2차 예비평가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5문항을 확정하였다. 채점척도 또한 예비채점을 통해 활용의 

적절성, 용이성 등을 확인한 이후 본평가에 활용하였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 <표

I-4>와 같다. 

<표I-4> KSL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절차

3) 구어 프로토콜에 대한 피드백은 소음, 목소리 크기 등 음향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거나, 긴 휴지가 보이는 경
우에 한해서만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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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준거 포함
구분 참여자 방법 시사점

예비

평가 

및 

문항 

수정

1차

예비평가

· 수험자(초등학생 중도입국 

KSL 학습자) 6명4)

 

·비대면 

말하기 

평가 

실시5) 및 

평가 

녹음

· 채점자 질문 

방식 수정 및 발화 

통제의 필요성

· 문항 및 그림 

자료 수정

2차 

예비평가

· 수험자(초등학생 중도입국 

KSL 학습자) 4명6)

 · 대면  

말하기 

평가 

실시 및 

녹음 

· 수험자 발화 

산출에 적합한 

문항으로 판단

구분 참여자 방법 시사점7)

예비채점
· 채점자(KSL 학습자 대상 

교육 및 평가 경험 유) 2명

· 

반직접식 

평가(녹

음 파일 

채점)

· 채점 척도의 

상세한 설명 및 

숙지 필요

· 채점자에게 

문항 및 그림 자료 

제공 필요
 구분 내용

본평가 문항 및 

채점척도 확정

· 예비평가 및 예비채점 결과의 시사점 반영하여 본평가 

5문항 및 채점 척도 확정

  

  채점 경향과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타당하려면 평가 도구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점 경향 및 채점 과정 분석에 앞서 KSL 말하기 

평가 도구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 문항의 기능 여부와 전반적인 채점자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전검사이론에 기반한 문항 양호도와 채점자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4) 1차 예비평가는 2020년 7월 20일, 대구 I초등학교 한국어학급 KSL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구글 듀오 프로그램
을 이용한 비대면방식의 말하기 평가로 진행되었다. 

5) 1차 예비평가는 구글 듀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6) 본격적인 채점에 앞서 채점자 사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예비평가 및 예비채점을 실시하

였다. 2차 예비평가는 2020년 7월 30일 시흥시 소재 B초등학교와 O초등학교의 한국어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명의 학습자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7)  2차 예비평가를 통해 수정된 문항이 수험자의 발화를 이전보다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차 예비평가를 통해 산출된 수험자 발화는 예비채점에 사용되었으며, 채점자들은 KSL 말하기 채점 척도를 충
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채점자들이 반직접 평가 방식으로 인해 수험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항과 그림 자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을 
절차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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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점척도의 기능과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TT) 분석은 비교적 접근이 간단

하고 결과가 명료하며, 전반적인 채점자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점수가 모두 동일한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능력을 추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성준, 2019).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은 문항에 대한 반응은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 자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모형화함으로써 피험자의 고유한 특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문

항반응이론에서는 문항의 난이도와 수험자의 능력을 한 연속체 위에 다양한 점의 

위치로 나타낼 수 있다. 연속체의 우측에 위치한 문항은 좌측에 위치한 문항보다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숙달도 평가에서는 보통 문항의 위치

는 문항의 난이도를 의미한다. 또한 연속체 우측에 위치한 수험자는 좌측에 위치한 

수험자보다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험자의 위

치는 숙달도 수준을 의미한다. 

 문항반응이론을 기반으로 한 모형 중 다국면라쉬모형(Multi-Facet Rasch Model)은 

라쉬(Rasch) 측정모형 중 하나로 문항난이도를 고려하는 1모수 모형이다. 수험자의 

능력, 과제의 난이도 외의 다양한 국면들이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여 모형화한 것으로 모든 국면을 동시에 분석하여 

수험자, 채점자나 과제가 어떤 수준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한 확률을 등간 척도

(interval scale)를 사용하여 로짓 척도(logit scale)로 나타내준다. 0 로짓을 중심으로 

상하 혹은 좌우로 +, - 값으로 나타내며 각각의 국면들은 표준 오차(standard error)

와 적합 통계치(fit statistics)를 고려하여 측정된다. 측정 결과는 점수가 아닌 객관적

인 측정 범주인 로짓값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표준 오차는 평가와 관련된 있을 법

한 오류들을 의미하며, 적합 통계치란 어느 정도까지 각각의 국면들이 평가와 맞으

며 모델과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충분하지 못한 적합 통계치는 일관성에 결함이 

있거나 혹은 평가의 결과가 부적합함을 나타낸다. 다국면라쉬모형 에서는 채점자의 

엄격성(severity)과 관대함(leniency)을 객관적인 측정 범주인 로짓값으로 나타내주어 

채점의 신뢰도를 수치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이외에도 평가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과 준거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

터들을 제공해 준다(이향, 2013:130). 다국면라쉬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채점자 영

향은 채점자 엄격성과 집중경향성, 후광성 등이며, 다음 <표I-5>와 같은 지수를 통

해 채점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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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편향성

채점자 

집단  

고정된 카이제

곱 검정, 채점자 

분리비 및 분리 

신뢰도, 층위

척도 점수 사용 

빈도, 고정된 카이

제곱 검정, 채점자 

분리비 및 분리 

신뢰도, 층위

고정된 카이제곱

검정, 채점자 분

리비 및 분리 신

뢰도
채점자x과제

x준거에 따

른 편향-상

호작용 분석
개별 

채점자  

채점자별 엄격

성 분포 및 라

쉬 모형 측정값, 

수험자별 준거 

점수

채점 척도 준거 

사용 빈도, 채점자 

적합도, 탈모형 사

례

채점자x채점 준

거의 편향-상호

작용 분석, 수험

자 점수열 

<표I-5>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한 채점 경향 분석 방법(Myford&Wolfe, 2004; 

이성준, 2019)

  

 3.3. 채점자 구어 프로토콜 및 인터뷰 분석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는 수험자의 응답을 듣고 그에 대한 수준 판정 및 채점 

척도에 따라 최종 점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채점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 평가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채점자가 자신의 채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를 설명하는‘구어 프로토콜 보고법(verbal protocol report)'이다. 구어 프로토콜

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서 머릿속에서 주목한 모든 정보를 설명하는 활동을 통해 

언어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고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이다(이성준, 2019:125). 프로토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가정은 과제의 완성을 중재하

는 사고의 순서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피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언어화된 정보는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생각과 구두 보고 사이의 가장 가까운 연관성은 과제를 완성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할 때 발견된다(Ericsson, 2018:195). 생성된 언어 프로토콜은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피실험자가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시행하는지

에 따라서, 연구자가 피실험자에게 프롬프트를 주는지의 여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Suto, 2012:25)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가 채

점 과정 중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동시 보고 프로토콜을 통해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8) 

  채점자는 수험자의 발화를 들으며 점수를 부여하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어 프로토콜에서 채점자의 생각이 충분히 표현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점 후 개별 채점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

8) 채점자들은 15명의 수험자가 5개 문항에 응답한 총 75개의 녹음파일을 듣고 채점하였으며, 각 문항별, 수험자
별로 총 75개의 구어 프로토콜 파일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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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

법으로, 개인 혹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직접

적으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에서 오는 반응

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나가버린 사건이나 기억과 같이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

나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293).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

(structured interview)와 비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 반구조화된 인

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등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

어 내는 형식이다. 면담자의 개인적인 질문기술이나 진행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인터뷰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에 

대해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은 미리 만들어둔 질문의 순서에 따라 진

행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인터뷰 질문이 개방적인 형태로 진

술되어 있어 피면담자의 의견,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김영천, 2016:298), 

채점자의 평가 구인에 대한 인식과 적용 방식, 교육 경험 등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인터뷰 방식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의 인터뷰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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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만 5세-7세
·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며 간단한 인과관계를 이해

할 수 있음. 

II. KSL 말하기 평가 채점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학습자 대상 제2언어 평가

  아동 학습자는 언어 교육 및 평가 연구에서 어린 학습자(young learners)로 지칭

되며, 학자에 따라 초기 중학교 학생들과 학령기 이전의 유치원생도 어린 학습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Papp, 2018:389), 주로 만 13세 이전의 초등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를 지칭하며 성인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학습자를 말한다

(Hasselgree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 이전의 초등교육의 대상자가 되

는 학습자를 아동 학습자로 명명하기로 한다. 언어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학습자

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결국 언어 평가에 관한 논의는 언어 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특히 아동 학습자의 경우에는 제1언어와 제2언어가 모두 발달 과

정상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제2언어 평

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 학습자는 인지와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연

령에 따라 인지 수준과 언어 발달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

동 학습자는 연령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린 연령의 아동(early childhood)과 중

간 연령의 아동(middle childhood)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어린 연령의 아동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물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중간 연령 아동은 좀 더 

논리적이며, 대상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 추상적인 사고는 어렵다는 특

징을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할 수 

있으며, 말차례(turn-taking) 지키기, 주제 유지 등에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한 중간 연령의 아동은 학교와 같이 또래 아동의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시간을 보

내기 때문에 사회화 경험에서 어린 연령의 학습자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Philp et al., 200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맥캐이(P.McKay, 2006)는 아동의 언어 발

달 단계를 다음 <표 II-1>와 같이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II-1>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P.McKay, 2006)

9) 어린 연령의 아동(early childhood)은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2세-7세의 아동을 말하며, 중간 
연령의 아동(middle childhood)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만7세-만11세의 아동을 말한다(Philp et 
al.,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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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과 같은 시간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나 시

간의 길이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함.

· 수를 세거나 정보를 조직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

작함.

· 언어 학습을 위한 용어, 즉 메타언어를 이해할 수 없음.

만 

8세-10세

·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함. 사물이나 시각자료 등이 도움

을 줄 수 있음

· 객관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하나의 문제에 관해 3-4개의 해

석이 가능함을 인식할 수 있음.

· 여전히 메타언어를 통한 언어 학습은 어려움.

만 

11세-13세

· 생각이나 의견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나 여

전히 실제 체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함.

· 예측하거나 가설을 세우고, 분류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함.

· 인과관계, 은유, 이중의 의미를 가진 농담 등을 이해할 수 있음.

· 최근의 일이나 미래를 위한 계획, 장래희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간 개념이 확대됨.

· 이 시기 아동 중 소수는 ‘형식적 조작기’ 수준으로 인지가 발

달하기도 함.
 

   만 11-13세의 학습자들은 생각이나 의견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

작하지만 이들 중 소수만이 추상적인 범주를 조작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피아제의‘구제적 조작기’단계에 머물러 있다(Papp, 2018:105).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의 차이는 언어 평가의 과제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학령기

에 해당하는 만 11세 이전의 학습자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고, 

생각이나 의견을 조직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처리

를 요구하는 과제는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있

기 때문에 평가에서 사물이나 시각 자료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의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시간 개념도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평가 과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평가에서는 과제 설계와 함께 평가 구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평가 구

인은 평가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며, 수험자의 수행에서 무엇을 보고

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Weir, 2005). 평가 구인은 채점 척도(rating scale)

에서 준거(criteria)로 나타나며, 채점자가 수험자의 어떤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학습자에게 어휘, 형태, 구문, 음운과 관련

된 지식, 응집성, 화용적 능력, 전략적 능력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될 수 있

으며(Hasselgren, 2000:263), 발음, 억양, 문법 사용, 구조의 범위와 같은 채점 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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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린 학습자의 언어 능력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Johnstone, 2000:137). 또한 

산출된 어휘의 양과 다양함이 어린 학습자의 언어 숙달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혜연 외, 2013). 어휘, 문법, 화용적 능력, 억양, 발음, 응집성 등은 성인 학습자 

대상 평가 구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Nikolov, 2020:5), 성인 학습자는 언어 학습을 

시작할 때 이미 인지적으로 충분한 발달이 이루어져 있으나 아동 학습자는 제2언어

를 학습함과 동시에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성

인 학습자는 현실 세계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초언어적 지식, 경험 기술을 가

지고 있지만, 아동 학습자의 경우는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Education,P., 2019:6).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어린 학습자 대

상 평가에서는 성인 학습자 대상의 평가와 구별되는 채점 준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어린 L2 학습자는 어휘, 형태, 통사적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L2 말하기 시험에서는 어린 학습자에게 제한적인 어휘와 형태, 통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린 학습자는 어휘와 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한 수준의 정확성보다는 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Papp, 2018:611). 어

린 학습자의 말하기 숙달도와 유창성, 어휘, 문법, 내용과 같은 구인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 수험자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유창성이 증가하고 더 많은 절을 산출하며, 

어휘의 범위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학습자가 산출한 절은 상대

적으로 짧고 몇 개의 단어만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보이며(Wolf&Butler, 2017), 어린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 여부와 관계없이 담화 수준의 수행에서 어휘, 통사 범주보다 

낮은 수준의 수행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Wolf&Butler, 2017:181). 따라서 어린 L2 

학습자의 담화 구성 능력 또한 성인 학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담화 응집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만 5세까지는 단일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응결 장치를 사용하여 보다 응집성 있는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게 되며(Owens, 

2008), 접속부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희란 외,2010; 이혜연 외, 2013). 따라서 이러한 학령기 언어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채점 준거가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어린 L2 학습자의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채점 척도 설정을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리틀(Little, 2002)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서 

B단계 이상은 어린 학습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과제와 관련 있는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16세 이하의 학습자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으며, 릭슨(Rixon, 

2013:35) 또한 초등학교급 학습자에게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단계 중 최대 A2 

레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어슨(Pearson)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단계를 기준으로 어린 학습자 대상 국제적 영어 학습 척도(Global Scale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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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 단계 Can do summary 

Pre A1 

(starter)

· 가족과 동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친숙한 사람과 사물의 이름

을 말할 수 있다.

· 사물이나 동물의 수, 색깔, 크기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

사할 수 있다.

· 단순한 질문에 간단한 단어나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

A1 (Movers)

· 짧고 간단한 구로 동의를 표현할 수 있다.

· 간단한 구와 문장으로 친숙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 사물이나 그림, 행동을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다.

· 그림을 가지고 매우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안부를 묻고 습관이나 선호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

다.

A2 (Flyer)

·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그림이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짧고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사물, 그림, 행동을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다.

· 과거에 한 일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이하 GSE)를 제시하였다. GSE는 CEFR의 제일 낮은 단계인 A1보다 더 낮은 단계인 

below A1 단계를 설정하고, 아동 학습자의 인지, 언어 발달 특징을 반영하여 below 

A1부터 B2까지 총 7단계의 언어 숙달도별 기술자를 제시하였다. GSE의 말하기 영

역의 기술자를 살펴보면, Below A1 단계에서는 외운 단어나 짧은 구 수준을 사용한 

의사소통이나 인사, 사과 표현과 같은 사회적인 공식 표현의 사용을 기대할 수 있

다. 숙달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사소통의 주제가 다양해지며, 기대되는 산출 또한 

단어나 짧은 문장와 단순한 언어에서 복잡한 연결어구의 사용을 통한 의견 제시 등

으로 산출의 범위가 점차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성인 대상의 CEFR 등급은 최고 단

계인 C2까지 설정되어 있으나 GSE는 B2를 최고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8세 이상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캠브릿지 영어 평가(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도 CEFR 단계 중 A2까지를 최고 단계로 설정하였다. 캠브릿지 영어 평

가에서 제시한 숙달도 단계와 CEFR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II-2>와 같다.

<표II-2> 캠브릿지 영어 평가 단계와 CEFR 단계(Cambridge,2018:7-8)

 캠브릿지 영어 평가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 Pre A1에서는 사물의 이

름이나 색깔, 크기 등 단어 수준의 발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단어나 구, 문장 수준의 발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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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채점 준거 설정을 위해서는 어린 학습자의 인지 발달 특

성과 함께 L2 언어 숙달과 관련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 학습자는 

형식적인 시험 경험이 부족하고, 평가의 경험이 훗날의 언어 학습과 평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형식적

인 시험 환경을 피해야하며, 학습자들이 평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Zangl, 2000:251). 

 2.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2.1.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요인

   언어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이 달라지면서 언어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은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언어관이 등장하게 되고, 언어 교육과 언어 능

력 평가 또한 의사소통적 관점에 따라 보게 되었다.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언어 능

력 평가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이완기, 

2017:65), 말하기와 같은 표현 영역은 인터뷰나 역할극, 발표나 토론 등의 수행 과제

를 통해 학습자들이 직접 의사소통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능력을 측정한다(정명숙, 

2011:73-74). 전통적인 평가 방식과 다르게 수행평가 방식에는 수험자 수행

(performance)의 관찰과 합의된 판단 과정(judging process)이 포함되고, 수험자의 수

행이 채점 척도라는 수단을 통해 판단되거나 평가되는 것으로 채점자와 채점 척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수행의 채점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McNamara, 1996:120-121). 이를 도식화하

면 다음 [그림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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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수행평가의 특징(McNamara, 1996:9)

  [그림Ⅱ-1] 에서 볼 수 있듯 수험자의 능력은 도구를 매개로 수행으로 표현되며, 

채점자는 수험자의 수행을 채점 척도를 매개로 하여 점수로 표현한다. 따라서 수험

자의 언어 능력은 과제와 상호작용하여 정확하게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못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채점 또한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평가자의 단순한 판단이 아니며, 

과제나 평가 척도와 같은 다른 요인과 관련한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채점자의 해석

이라고 할 수 있다(Van Moere, 2013:1364). 

 오설리반(O'Sullivan, 2012:236)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하기 평가 시스템에서의 주

요한 요소들과 함께 수험자와 평가 과제 사이의 상호작용, 채점 시스템이 수행과 

점수에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말하기 평가 시스템에서 수험자의 수행은 채

점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점수나 등급으로 판정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채점자는 

수험자의 언어 수행을 관찰하고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를 판단한다. 따라서 말

하기 평가에서 채점자는 수험자의 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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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 말하기 평가의 과정(O'Sullivan, 2012:236)

  채점자들은 자신들이 채점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행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음에도 채점자마다 수행에 대한 인식과 해석

은 다를 수 있다(Fulcher, 2003; Douglas, 2004; Han,Q., 2015). 또한 채점자들은 채점 

척도의 준거 외에 개인적으로 설정한 구인을 기반으로 수험자의 수행을 판단하기도 

한다(Brown, 2000; Orr, 2002). 채점자는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의 공통된 구인

을 측정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채점이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의 타당도와도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Vaughan, 1991:112; Milanovic,  2009:93). 위

어(Weir, 2005:23,34)에 따르면 채점 타당도(scoring validity)는 시험 전체 타당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시험 점수에 측정 오차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며, 수험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점수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타당도를 말

한다. 

 복수의 채점자가 채점에 참여하는 경우, 채점자들의 합의 정도와 개별 채점자의 

엄격성 유지와 전체 채점 과정 동안의 채점 일관성이 채점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위어(Weir, 2005)는 말하기 평가의 타당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타당도와 관

련된 요소들을 하나의 체계로 제시하였다. 채점 타당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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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및 척도와 같은 평가 도구와 채점자 훈련과 표준화와 같은 채점의 전반적인 

절차가 있으며, 개별 채점자와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 또한 채점 타당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채점 준거와 척도는 학습자의 실제 수행을 분석하여 그 특

징을 기반으로 척도를 설정하는 수행 데이터 기반의 방법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으나(Fulcher et al., 2011:9), 채점자 훈련과 표준화 과정은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채점자 훈련 이후에도 채점자가 내재한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과 이전 경험 등이 채점 과정에 영향을 주어 채점 경향으로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채점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채점자 훈련에서 채

점자의 채점 과정과 함께 채점자의 준거 인식과 이전 경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채점자들 간의 차이는 채점자의 엄격성이나 집중경향성과 같은 채점 경향으로 나

타나며, 선행 연구에서는 채점 경향의 요인을 채점자의 모국어, 전공, 교육 및 평가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채점자를 모국어나 전공 등에 따라 집단으로 구분

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개별 채점자가 문항이나 준거, 채점자에 따라 보이는 채점 경

향과 그 요인을 채점자의 경험이나 준거 인식, 채점 과정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채점자마다 중점을 두는 수험자의 수행

이 각기 다르며 채점 척도의 해석과 적용이 채점자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

다. 이처럼 채점자는 평가의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점자가 채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채점자와 수험자, 문항, 채점 척도 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채점자의 채점 준거 인식과 해석, 적용 등과 같은 채점자의 준거 인식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채점자 요인과 관련된 채점 경향 및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채점 경향

  채점 경향(rating tendency)은 여러 연구에서 채점자 영향(rater effect), 채점 경향

(rater tendency), 채점자 편향(rater bias)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된다. 

스컬른 외(Scullen et al, 2000:957)는 채점자 경향(rater tendency)은 개별 채점자들

이 보여주는 특유의 경향으로 정의하고, 수험자의 수행을 채점할 때 채점자가 미치

는 영향(rater effect)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관대함(leniency)/엄격함(severity), 후광성

(halo), 집중경향성(central tendency), 범위의 제한(restriction of range) 등을 예로 들

었다. 김지영(2018:4)에서는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 일관성, 채점자 편향성 등을 종

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채점자의 채점 경향(rating tendency)이며, 채점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채점자의 채점 엄격성, 채점 일관성, 채점 편향성 등을 포괄

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성준(2019:74)에서는 채점자 영향(rater effect)은 수

행평가에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채점자가 관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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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tendency)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채점자 영향을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가 여러 

인지적 요소들을 처리하면서 나타나는 점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며, 채점

자의 교육 경험, 평가 경험 등이 채점 과정에 체계적으로 관여하면서 채점 수행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채점자의 이전 경험 등이 채점 

과정에 영향을 주어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채점자 영향(rater effect)’이라 

할 수 있으며, 채점자의 관여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을‘채점자 경향(rater tendency)’이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의 정의를 종합하여 채점자가 채점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여 채점자 영향(rater 

effect)로 지칭하고, 채점자의 교육, 평가 경험과 같은 배경 변인과 더불어 수험자, 

문항, 채점 준거와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등을 

채점 경향(rating tendency)이라고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채점 경향 중 엄격성은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을 엄격하거나 관대하게 채점하는 

정도를 말하며, 채점자가 수험자의 실제 수행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관대성(leniency)이라고 기술하기도 한다(Scullen, Mount, & Coff, 

2000:957). 집중 경향성은 채점자가 극단에 있는 척도를 피하면서 중간에 있는 척도

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말한다(Myford, Wolfe, 2003:396). 집중 경향성은 채점자

들의 척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평가 구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채점자의 이전 평가 경험으로 인해 다른 채점자들과의 

차이를 줄이고자 중간 척도를 선택하는 전략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이성준 ,2019). 

린(Linn, 2000:277)은‘극단적인 척도의 사용을 피하는 것은 일부 채점자의 고정된 

스타일’이라고 말하여 채점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집중 경향성은 척도의 제한적 사용의 특수한 사례로 나타날 수 있

으며, 채점자들은 채점 척도의 연속체 안에서 중앙이 아닌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집중경향성을 포괄하는 척도의 제한적인 사용

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광성은 채점자가 어떤 특성을 평가할 때 다른 특성을 평가

한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채점자가 언어 능력의 여러 단면들을 개념적으

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말하기 수행 능력 차이에 관한 기본적인 개

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점자일 때 나타날 수 있다(신동일·장소영, 2002:217). 또한 

수험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이 각 준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두드러진 준

거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 준거에 영향을 준 경우에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는 수험자의 숙달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Eckes, 2011:66).

 채점자의 엄격성, 관대함, 후광성 또는 집중 경향성, 척도의 제한적인 사용과 같은 

채점 경향은 채점을 통해 평가되는 구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평가의 타당성을 위

협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훈련을 통해 무작위 오류를 줄이거

나 채점자의 내적 일관성 향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채점자 영향을 완전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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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는 못하였으며(Lumley&McNamara, 1995:57; Schaefer,2008:496 재인용), 집중적

인 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Lumley, 2002,2005; 

Lumley&McNamara, 1995; McNamara, 1996). 

  2.1.2.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

  채점은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채점자는 수험자 

수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점수

를 결정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인지 처리를 수행한다. 채점자는 수험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기억 저장 장치에서 정보를 불러오고, 이를 정리하고 결합하며 중

요성을 가늠하는 절차를 통해 수험자의 능력에 대한 추론을 도출한다

(Myford&Wolfe, 2003:387). 연구 분야에 따라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을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과 편향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이성준, 2019). 언어 평가 연구에서는 평가를 수험자의 수행으로부

터 언어 능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정의하며 채점 과정을 수험자의 행동에 대

한 채점자의 추론으로 보았다(McNamara, 2000:7,11).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또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추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추론의 관점에서 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정확성, 적절

성, 체계성을 갖춘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각각 평가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논거 기

반 접근 방법과 관련된다(Kane, 1992:8). 즉, 합리적 추론의 관점에서 채점 과정은 

평가 결과의 정확성, 평가 결과 사용의 적절성, 평가 결과 산출 과정의 체계성을 뒷

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인지심리학 연구에서는 채점 과정이 채점 상황에 존재하는 여러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연쇄적인 추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이

성준, 2019:36). 추단(heuristic)이란 심리학에서는 휴리스틱, 어림법, 발견법이라는 용

어로 쓰이기도 하며,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을 말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판단을 할 

때 본래 의도한 복잡한 속성 대신 단순화된 속성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려는 단순화

된 추단에 의존할 수 있다. 본래 의도한 속성과 추단을 통해 단순화한 속성은 다르

기 때문에 한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면 필연적으로 체계적인 편향이 발생하

며, 편향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주어질 때 발생

할 수 있다(Kahneman & Frederick, 2002:5). 대표적인 추단으로는 대표성 추단, 가

용성 추단, 고정과 조정 추단이 있다. 크리스(Crisp, 2010)에서는 작문 채점자의 채

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작문 채점에서 채점자가 

수험자의 답안을 읽고 이해하는 동안 채점자의 머릿속에 수험자 작문에 대한 모델

이 형성되고, 채점자가 이전 경험으로 기존에 형성한 모델 간의 비교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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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험자 수행의 한 특성이 채점자 내부의 지식 구조, 채점 체계의 표상

(representation) 및 좋은 답안에 대한 전형적인 유형이 서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이러한 대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좋지 않은 답안의 전형적

인 유형과 대응하는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대표성 

추단(representation heuristic)'으로 설명할 수 있다. 채점자가 수험자의 수행의 전체

적인 품질과 부여할 점수를 고려할 때 준거를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적절한 고정점

(anchoring point)으로부터 조정이 일어나는데 이를 ‘고정과 조정 추단’이라고 한

다. 또한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 수행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

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집중하게 되어 가용성 추

단이 일어날 수 있다(Crisp, 2010:13-15).

 말하기 평가의 채점 과정은 읽기를 통해 수행을 판단하는 작문 채점과는 다르게 

청취를 통해 학습자의 수행을 수집하기 때문에 반복 청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는 채점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수험자 발화를 평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이성준,  

2019). 따라서 채점자의 청취 수준 및 발화 회상 가능 정도에 따라 수험자 수행에 

대한 표상이 채점자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채점자가 표상한 수험자 수

행의 특징이 채점자가 교육과 평가 경험 등을 통해 내재한 수행의 표상과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 수험자 수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회상으로 인해 수험자 수

행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성준(2019)에서는 말하기 평가의 관점에서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채점자는 수험자가 발화한 내용을 기억 장치에서 불러오는 

회상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채점자는 수험자의 수행을 정신적 표상으로 형

성한다. 이후 채점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채점 척도를 해석하고, 수험자의 수행에서 

관찰한 특징과 채점 척도를 연계하여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채점자는 이전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채점자는 채점 척도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점 과정에서 

고려한 요소를 다시 살펴보거나,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점수 

결정을 정당화한다. 점수 결정 과정에서 채점자의 채점 척도에 대한 이해와 수험자

의 과제 수행에 나타난 특징을 연계하는 것과 채점자의 내재적인 평가적 인식의 영

향, 점수 확정을 위한 근거의 초점화 방향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성준, 2019:53-54). 채점자의 점수 결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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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이성준, 2019:54)

 종합하면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자는 청취를 통해 수험자의 수행을 정신적 반응 

표상(mental response representation)으로 형성하고, 채점자는 주어진 채점 척도를 

재해석하거나 자신의 이전 경험 및 자신의 지식 구조와 결합하여 자신만의 정신적 

채점 척도(mental scoring rubric)로 구성하고 이를 수험자의 수행의 표상과 비교하

여 유사성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수험자 수행의 질뿐만 아니라 채점

자의 정신적 채점 척도의 품질, 채점자가 표상한 수험자 수행, 그리고 이전에 가지

고 있던 경험이나 정보, 과거에 채점한 수행의 속성 등과 같이 수험자 수행과 무관

한 다른 요소들이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Bejar, 2012:5). 채

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에서 채점자의 변동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은 채점자의 엄격성 차이, 채점 척도 범주의 이해와 사용의 차이, 채점자들이 

주목하는 수행의 특성의 차이, 채점자들이 채점 준거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 채점자와 수험자, 문항, 채점 준거, 채점 상황 등 여러 측면과의 다양한 상호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Eckes, 2011:71; Van Moere, 2014:1365). 

 2.2. 채점자 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2.2.1. 수험자의 숙달도 수준

   맥나마라(McNamara, 1996)와 오설리반(O'Sullivan, 2012)에서 제시한 말하기 평가

의 구성 요소 중 수험자는 언어 수행의 주체라는 점에서 말하기 평가의 결과에 영

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채점자는 점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험자의 숙달도 

수준이나 수행의 한 특성에 주목할 수 있으며, 이는 채점자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

다. 특히 높은 숙달도 수준을 가진 수험자의 경우는 모든 언어 기술에 걸쳐 강점을 

보이는 반면에 낮은 숙달도 수준을 가진 수험자의 경우는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진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같은 수험자의 수행에서 서로 다

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Yan, 2014:518). 또한 채점 과정에서 채점

자들은 수험자들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

느냐에 따라서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Brown, 2000). 따라서 채점자들은 실제

로 수험자의 수행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점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험



- 32 -

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이성준, 2019:56). 

   2.2.2. 말하기 평가의 문항

    말하기 평가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문항은 과제(tasks)로도 불리며 학습자가 

말하도록 이끄는 수단으로 학습자가 향후에 특정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를 나타내거나 언어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다(Fulcher, 

2018:4901). 말하기 평가에서의 과제는 개방형(open-ended) 과제와 구조화된

(structured)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 과제는 어느 정도 안내는 제공하되 과

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화자 간에 여러 차례의 말차례(turn)가 있거나 길게 말하는 단일한 말차례가 될 수 

있다. 개방형 과제에는 묘사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등의 과제와 역할극(role-play)

과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기와 같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과제가 포함된다. 

구조화된 과제는 수험자가 말해야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종종 허용 가능한 응답의 

목록이 제공되어 제한된 산출(limited production)이라고 부른다. 구조화된 과제에는 

소리 내어 읽기와 문장 읽기 등이 포함된다(Luoma, 2004:48-50). 말하기 평가의 과

제에 따라 요구하는 말하기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수행을 평가해야 한다. 

 

   2.2.3. 말하기 평가의 채점 준거

    채점 척도(rating scales)는 언어 표본의 질을 요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구이

자 가치의 진술로 언어 수행의 어떤 측면이 점수에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명시한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채점 척

도는 등급이 매겨질 수행의 측면인 채점 준거(criteria)를 포함하며, 부여될 수 있는 

점수와 함께 각 수준에서의 능력에서 보이는 수행의 특징을 기술한다(Davis, 

2018:4857). 채점 척도에 명시된 채점 준거는 평가 도구에서 상정한 평가 구인을 나

타낸 것으로 평가 점수를 통해 추론되는 수험자의 능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민병곤, 2017:91). 말하기 평가의 채점 준거는 과제 수행, 어휘·문법, 담화 구성, 

상호작용 등으로 평가 목적과 평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평가 도구의 채점 준거는 채점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수험자의 수행을 전반적으

로 채점하는지, 여러 채점 준거를 기준으로 채점하는지에 따라 총체적, 분석적 채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체적 채점은 언어 수행의 질에 대해 하나의 전체적인 판단

을 요구하는 하는 것으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험자 수행의 각 측면들이 다양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에는 총체적 채점을 적용하

기 어려울 수 있고,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수험자들에게 같은 점수를 주었을 때,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특정한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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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분석적 채점은 어휘, 문법, 조직, 유창성과 같은 다양한 준거에 따라 언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각 준거에 대해 별도의 점수가 주어진다. 따라서 고르지 못

한 수행을 보이는 수험자들을 평가할 때, 결과로 제공된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해석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그러나 분석적 채점을 할 경우에는 채점하는 데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모든 영역을 동시에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자들이 

수행의 서로 다른 측면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영역에 걸쳐 비

슷한 점수가 되는 후광효과(Halo effect)를 보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총체적 채점

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Davis, 2018:4858). 

  채점자는 수험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점자는 채점 준거를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자신만

의 채점 준거를 적용하기도 한다(Orr, 2002; Brown, 2000; Brown, 2006). 또한 채점

자가 중시하는 채점 준거에 따라 주목하는 수험자 수행의 측면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실제 채점 경향이 달라지기도 한다(Vaughan, 1991; Eckes, 2008; 

Eckes, 2012, Cai, 2015). 연구에 따라 채점자가 중시하는 준거에 따라 형태 지향

(form-oriented)과 내용 지향(content-oriented)으로 채점자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Yan, 2014:503). 

3. 교사의 평가 문식성 

 평가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헤아려 판단하는 일로 평가 대상에 관한 정보나 자료

를 수집하는 것부터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완기, 2017:24). 평가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교수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교육 평가에서의 교수 능력 표준(The standards for Teacher 

Competence in Educational Assessment of Students)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7가지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AFT,NCME,&NEA, 1990).

1) 교육적 결정에 적합한 평가 도구 선정하는 능력

2) 교육적 결정에 적합한 평가 도구 개발하는 능력

3) 외부 평가 및 교사가 만든 평가를 실행하고, 채점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

4) 개별 학생에 대한 의사결정과 교수 계획, 교육과정 개발, 학교 개선을 위해 평

가 결과를 사용하는 능력

5) 타당한 학생 평가 절차를 개발하는 능력

6)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평가 결과를 의사소통하는 능력

7) 비도덕적, 비합법적, 적절하지 않은 평가 도구와 평가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



- 34 -

 이처럼 평가 문식성은 적합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능력, 평가 결과 

해석 및 사용 능력으로 교사 전문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Susan, 2002). 본

래 문식성(literacy)은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내용과 담

화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문화 문식성’, ‘기술 문식성’과 

같이 다중 문식성(multiple literacies)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Taylor, 2013:404). 

평가 문식성(assessment literacy) 또한 평가에 관한 내용과 담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정교화되었다. 스티긴스(Stiggins, 1991:535)

는 평가 문식성을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평가 문식성은 교육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평가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Popham, 

2011:267). 학생의 수행과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교

실 및 학교의 평가 계획을 기획하거나 평가 개발 능력과 함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교수 활동을 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까

지 확장될 수 있다(Fullan&Watson, 2000; Gottheiner&Siegel, 2012). 교사의 평가 문

식성은 교사가 가진 믿음(belief), 정신적 이미지, 선호 등과 같은 신념(conceptions)

이 포함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관점과 해석,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작용하며 교육 

실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Brown, 2011:2). 교사가 가진 평가에 대한 신념은 평

가 문식성에 포함된 지식과 실행 사이의 더 복잡하고 반복적인 관계를 상정하며, 

평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

서 교사의 평가 문식성은 맥락의 영향을 받는 보다 복잡한 구조다(Looney et al, 

2018:444). 펄처(Fulcher, 2012:125)는 평가 문식성을 지식과 기술, 대규모 평가와 교

실 평가를 설계하고, 개발 및 유지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전반적인 평가 

과정에 대한 친숙함, 윤리를 포함한 실행과 관련된 원리와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식, 기술 및 평가 과정과 원리 및 개념을 역사와 사회, 정치 및 

철학적 체계와 같은 더 넓은 차원 내에 배치하여 평가 실행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

고 평가가 사회, 기관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평가 문식성은 평가 실행을 위한 교사

의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진 개념과 평가가 실행되는 맥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평가 실행에서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과 학습자의 수행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역할 사이의 갈

등을 겪기도 하는데(Rea-Dickins, 2004) 교사 외부의 맥락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인

식하는 자신의 역할(role)과 정체성(identity) 또한 평가의 실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이 또한 교사의 평가 문식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다. 

 슈와 브라운(Xu&Brown, 2016)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평가 문식성 개념을 정리

하여 교사가 가진 평가 지식과 기술의 미시적 정의를 넘어 평가를 둘러싼 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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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인의 영향을 고려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사의 평가 문식성 개념 체계를 제

시하였다. 

[그림Ⅱ-4] 교사의 평가 문식성 개념 체계(Xu&Brown, 2016:155)

 

 교사의 평가 문식성 개념 체계는 총 6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위로 

각각 지식 기반, 평가에 대한 교사의 개념, 제도적·사회문화적 맥락, 실행에서의 

교사의 평가 문식성, 교사 학습, 평가자로서의 교사 정체성의 요소로 구성되며, 하

단의 요소를 기반으로 상단의 요소들이 구성될 수 있다. 개념 체계의 하단에는 다

른 요소들의 기초가 되는 지식 기반이 위치하며, 효과적인 평가 실행을 위해 필요

한 지식을 의미한다. 지식 기반에는 교과, 평가 목적과 내용, 평가 방법, 채점 및 피

드백에 대한 지식과 평가 윤리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지식 기반은 평가 문식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맥락에 따라 지식은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의 이해를 넘어 특정한 맥락에서의 실행(practices)과 연관시

킬 수 있어야 한다(Scarino,A., 2013:310). 다음으로 평가에 대한 교사의 해석은 교사

가 가진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의 인식(perceptions)과 신념을 의미한다. 인지적 

차원은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참과 거짓으로 믿는 부분을 의미하며 지식 기반에서

의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개념과 일치하는 

경우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정의적 

차원은 평가의 다양한 측면과 평가의 사용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인 경향을 의미한

다. 다양한 평가 경험을 통해 교사는 평가에 대해 긍정과 부정 등의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개념 변화를 어렵게 만들거나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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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 문식성을 둘러싼 거시적, 미시적 맥락이다. 거시적 맥락에

는 교육과정과 같은 제도적 맥락이 포함되며, 미시적 맥락에는 교사가 속한 학교나 

기관을 의미한다. 교사의 평가 실행을 둘러싼 제도적 차원의 제약과 기관의 요구 

등 제한이 많을수록 전문적인 자율성을 위한 기회가 줄어든다. 자율성이 줄어듦으

로써 교사 자신의 신념과 외부의 요구와의 타협(compromise)하는 과정이 생긴다. 예

를 들어, 교사는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가 학습에 더 유

익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수업이라는 환경적 제약과

의 타협을 위해 새로운 평가 전략을 구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평가 문식성 향

상을 위한 기회가 마련된다(Xu&Brown, 2016:157).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

는 결국 교사의 사회화와 관련이 있다. 사회화란 그들이 속한 집단과 속하고자 하

는 집단의 가치와 태도, 기술과 지식과 같은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사

들은 교육 이후 교실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행해졌던 관행

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는다(Lee,I., 2010:144). 평가 문식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근

본적으로 변화하고 의식을 고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가 그동안의 관행

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교사 학습

(teacher learning)이며 교사 학습을 통해서 평가 문식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평가자

로서의 정체성(assessor' identity)를 획득할 수 있다. 

 교사 학습은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과 공동체 활동 참여(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로 구분된다. 반성적 실천은 교사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반

성하는 절차이며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여 교사가 평가에 대해 배우고, 재교육의 필

요성을 깨닫는‘변화를 유발하는 불균형’을 의미한다.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반추

하는 과정은 그들의 정체성을 단순한 교사에서 교사-평가자로 탈바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Crusan et al., 2016; Scarino,A., 2013). 또한 교사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

여 평가 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대화를 통해 대안적인 사고와 평가 수행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협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공동체는 전문성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로 불리는데 이

러한 협력적 전문성 발달 방식은 평가 실행의 역동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가 가진 평가에 대한 신념이 교

육(teaching)과 평가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깨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Gebril et al., 2017:4928). 

 평가 문식성의 최종적인 목표인 평가자로서의 정체성은 앞선 요소들의 결과로 획

득될 수 있다. 교수자의 역할과 평가자 역할 통합을 위해서는 교사라는 역할에 대

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교사를 단순히 교수자로만 여긴다면 교사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에만 정체되지만, 교사가 평가자로서의 정체성을 획

득한다면 교수-학습의 과정을 돌아보고 학습자의 향상을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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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평가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 교육은 교사들의 

평가 문식성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자와 교육자 사이의 긴장 완화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Gebril et al., 20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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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범주 구성요소
숙달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제와 

기능

과제: 소통 

목적/학습 목적
일상/학교생활

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대답하기)

일상/학교생활

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추측하기, 

묘사하기, 

이유말하기 

조언하기 등)

교과 영역에서 

필요한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비교/대조

하기, 

기술하기, 

설명하기, 

논증하기 등)

기능: 기본 

의사소통/교과 

영역에서의 학습

III.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경향 분석

 

 1.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KSL 말하기 평가에서 보이는 채점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KSL 학

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 및 

채점 척도는 아동 학습자 대상 제2언어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KSL 교육과정

과 캠브릿지 영어 평가, 토플 프라이머리 영어 평가 등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 및 채점 척도 분석을 통해 개발되었다. 자세한 절차는 이어

지는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1. KSL 말하기 평가 문항 개발

   (1) KSL 교육과정의 구성 범주 분석

    KSL 교육과정은 주제와 장면, 과제와 기능, 언어 단위, 어휘 등의 구성 범주를 

초급, 중급, 고급의 숙달도 체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성 범주 중‘과제

와 기능’은 소통적 목적의 과제와 학습 목적의 과제, 기본 의사소통 기능과 교과 

영역에서의 학습 기능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숙달도별로 살펴보면 초

급은 ‘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대답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이 포함되며, 중급은‘추측하기, 묘사하기, 이유 말하기, 조언하기’, 

고급은 교과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으로‘비교·대조하기’,‘기

술하기’,‘설명하기’,‘논증하기’등이 포함된다. KSL 교육과정 숙달도 체계에 따

른 과제와 기능은 다음 <표III-1>와 같다. 

<표III-1> KSL 교육과정 숙달도 체계에 따른 과제와 기능(교육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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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 분석

   본 연구의 평가 대상자인 초등학교 KSL 학습자는 만 7세부터 만 12세의 어린 

학습자(young learner)로 성인과 다르게 인지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하셀그린(Hasselgreen, 2005:339)은 어린 학습자를 위

한 평가는 재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학습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때로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평가 문항의 유형을 분석

한 이정희 외(2018:242-243)에서도 말하기 평가의 경우‘질문에 답하기, 그림 보고 

설명하기, 역할극, 주제 말하기’문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림과 실제

적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다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캠브릿지 영어 평가와 토플 프라이머리의 말하기 평가 문항을 분석

하였다. 캠브릿지 영어 평가(Cambridge Assessment English)는 6-12세의 어린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로 숙달도에 따라 Pre A1 stater, A1 Movers, A2 Flyers 총 3

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제공한다. Pre A1 starter 단계의 말하기 문항은 그림에서 대

상을 찾거나 물체가 그려진 카드를 고르기, 그림을 보고 물체의 이름이나 색깔, 숫

자를 말하기, 수험자에 대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1 

Movers 단계는 그림에서 다른 부분 찾기,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말하기, 나머지와 서

로 다른 그림 고르고 그 이유 말하기, 수험자에 대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인 A2 Flyers는 면접관과 수험자 사이의 정보차 

활동, 그림을 보고 이어질 내용 말하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숙달도 단계

의 말하기 문항은 그림을 보고 기본적인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숙달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거나 문장, 

담화 차원의 산출이 요구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동 학습자임을 고려

하여 대부분의 문항이 그림이나 카드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플 프라이머리(TOEFL Primary)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교실에서의 향상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로 8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말하기 평가는 

컴퓨터 기반 시험(iBT)으로 실시되며, 기본적인 감정과 느낌 표현, 간단한 요청하기, 

설명하기, 인물, 사물 등을 묘사하기, 시간 순으로 사건 정리하고 상활 설명하기, 지

시하기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듣기, 읽기 영역의 경우는 수험자의 숙달도에 따라 1

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응시할 수 있지만, 말하기 평가의 경우는 개방형

(open-ended) 문항 유형을 적용하여 1,2단계 수험자 모두가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가 시행된다. 따라서 수험자의 숙달도를 구분하기 위해 감정과 느낌 표현하기, 

그림 묘사하기와 같이 단어, 문장 수준의 비교적 짧은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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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item type)

과제 기술

(task description)

의사소통 목표

(communication 

goal)

최대 점수 

(maximum score 

points)
준비

(warm-up)

한 단어로 질문에 

답하기

준비

(warm-up)
점수 없음

표현

(expression)

질문에 감정이나 

의견 표현하기

기본적인 감정, 

기분 그리고 의견 

표현

3

묘사

(description)
그림 묘사하기 간단한 묘사하기 3

지시

(direction)

순서가 있는 

그림이나 만화를 

기본으로 절차 

설명하기

지시하기

5(or 10)10)

설명(narration)

그림이나 만화 속 

사건의 순서 

설명하기

간단한 사건을 

설명하고 순서 

정하기
질문

(questions)
3가지 질문하기 질문하기 3

요청(requests) 요청하기 요청하기 3
27점

우는 3점을 최대 점수로 설정하였고, 설명하기(narration), 지시하기(direction)와 같이 

문장, 담화 수준의 산출을 요구하는 문항의 경우는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척

도를 구성하였다.

<표III-2>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평가 구조(ETS, 2019; Cho et al., 2017:55)

  

  토플 프라이머리는 iBT방식의 반직접식 평가이지만 대화상대자로서 가상의 캐릭

터를 설정하여 수험자들의 프롬프트(prompts)에 응답할 동기를 제공하고, 말하기의 

맥락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캐릭터나 만화를 활용하여 아동 학습자가 자연

스럽게 말하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Cho et al., 2017). 

 KSL 교육과정 및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를 대상 말하기 평가 도구 분석을 통

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학습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림, 카드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기 평가에 응답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

다. 둘째, 숙달도에 따라 문항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낮은 숙달도 단계의 문항에는 

10) 각 말하기 평가 형식은 추가 지시 또는 설명(narration) 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대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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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교육과정 교재 문항

단계 성취기준
단원

/주제
과제 질문

초

급

2

3. 개인 신상에 관해 쉽고 

간단한 말로 묻고 답할 

수 있다.

자기소개

하기
설명하기

· 이름이 뭐예요?

· 어느 학교에 다니나

요?

2

1.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

서 쉽고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물건
그림 설

명하기

· (교실 그림)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설명해보세

요.

중

급

3

1. 하루 일과를 짧고 간단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

다.

학교 일

과 말하

기

자료보고 

설명하기

· 시간표를 보고 (  )가 

오늘 할 일을 설명해보

세요.

4
1.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다.
건강 역할극

· (복도에서 친구가 넘

어져 걷지 못하는 상황)  

보건실에 도움을 요청하

는 대화를 해 보세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나 인물이나 사물을 묘사를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묘사하

는 유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숙달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설명

하기 문항이나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등 문장이나 담화 차원의 산출이 요구되는 문

항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KSL 말하기 

평가 문항을 설계하고자 한다. 

   (3)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의 구성

     KSL 교육과정의 구성범주 및 해외의 평가 문항을 분석을 통해 다음 <표III-3>

와 같은 1차 예비평가11) 문항을 개발하였다. 

<표III-3> KSL 말하기 평가 1차 예비평가 문항

  

   1차 예비평가 결과로 평가 문항, 평가 보조도구, 면접관의 발화 측면에서 문항 

수정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평가 문항 측면에서 중급을 포함한 대부분

의 수험자들이 1번 문제의‘어느 학교에 다니나요?’라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이 뭐예요?’라고 바꾸어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설명하기, 자료보고 설명하기와 같은 문항을 

이해하는 데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험자들이 문항에서 요구

11) 1차 예비평가는 2020년 7월 20일, 대구 I초등학교 한국어학급 KSL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구글 듀오 프로그
램을 이용한 비대면방식의 말하기 평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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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 문항 과제 기능 질문 도구

준비
개인 신상에 

관해 말하기

개인 신상

설명하기

· 이름이 뭐예요?

· 어느 학교에 다녀요? 

· 몇 학년 몇 반이예요?

초급

1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기

인물이나 

사물

묘사하기

· (그림을 가리키며)이게 뭐

예요? 

·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말

해보세요.

교실 

그림

2
하루 일과 

말하기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

· 그림을 보고 루이가 오늘 

할 일을 말해보세요.

· (    )는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나요?

하루일

과 

그림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고, 부연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4번 문항의 경우, 문항에서 설정한 상황(보건실, 도움요청)에서 나

올 수 있는 발화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예: 도와주세요. 친구가 다쳤어요. 저기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 보조도구로서 사용된 그림이 수험자의 발화

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중급 수

준의 수험자도 단어 수준(예: 이거, 물건 이름)의 발화로 짧게 답하려는 경향이 있었

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긴 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림에 충분한 화제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면접관 발화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초급 학습자 발화는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면접관이 수험자의 발화를 반복하여 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대면 평가 상황으로 인한 청취의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면접

관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면접관이 수험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행동은 채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이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모든 수험자에게 동일한 조건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발화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함께 앞서 살펴본 KSL 교육과정의 숙달도 체계

에 따른 과제와 기능 및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을 참고

하여 다음 <표III-4>의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모든 문항

은 어린 수험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12) 

<표III-4> KSL 학습자 말하기 평가 문항 

12) 어린 학습자 평가에서 시각자료를 활용하면 응답을 고양시키는 언어를 제공하거나, 과제의 요구사항을 산만
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아이디어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Papp, 
201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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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끝나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중급

3
상황에 맞게 

대화하기13)

사건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

· 그림보고 다친 이유와 결

과를 말해볼까요?

· (     )도 다친 적이 있나

요? 

다친 

이유와 

결과 

그림

4

쉽고 간단한 

말로 

비교-대조하기

비교-대조

하여 

묘사하기

·그림에서 같은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다른 

부분이 

있는 

그림

5
그림보고 

이야기 말하기

이야기 

말하기

· 그림을 보고 무슨 일이 일

어났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이야기 

그림

  

  

  1.2. KSL 말하기 평가 채점 척도 개발

   KSL 학습자 대상 평가 연구 중 이준호(2015)는 KSL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평가 

구인 설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아동을 위한 평가 이론을 고

찰하고, 한국어 모어 아동의 국어 능력 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을 위

한 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와 수준을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범주의 관점(사회언

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문법적 능력, 전략적 능력)과 과제해결능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의 범주를 학

년군별로 제시하고, 아동 한국어 학습자의 연령별 평가 구인을 제시하였다. 노정은

(2015)은 다문화 배경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수준별 척도와 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KSL 학습

자가 학령기 학습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커넬과 스웨인

Canale&Swain,1980)의 가설과 함께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 관련 언어 

능력에 대해 논의한 커민스(Cummins, 2001)와 스노우(Snow,2 005)를 참고하여 다문

화 배경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정의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 

평가의 기준은 언어 발달의 위계를 고려하고 모국어 학습자의 학습 맥락을 반영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인지 발달의 위계를 고려하였으므로 KSL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 둘에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 기준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평가 구인 설정을 위해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구인과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 평가 

구인을 분석하여 KSL 학습자들이 학습자는 학습공동체,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의사

13) 예비실험을 통해 ‘보건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는 수험자의 발화를 이끌어내기 부족한 주제로 판단되어 
‘다친 이유 말하기’로 문항 주제를 변경하여 본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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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성취기준

요구하는 산출

과제와 기능
언어단

위

초

급

1

1.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대상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대답하기

단어

2.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

사말을 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인사하기

문장

3. 기초어휘를 활용하여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대답하기

단어, 

문장

4.한 두 단어로 지시나 명령의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대답하기

단어, 

어구

2 1.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쉽고 간단한 문 소통적 목적 문장

소통능력이 부각되어야 함을 주장하며‘과제수행능력, 언어적능력, 인지학습능력, 

사회언어학적능력, 정서표현능력’을 평가 구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관점에서 평가 구인을 설정하였고, 학령기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인지 발달 및 학습 맥락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언어 능력의 평가 구인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세

부 언어 영역별 채점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말하기 평가 도구의 척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말하기 평가도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본고에서는 숙달도 체계로 구성된 KSL 교육과정의 말하기 성취기준을 

통해 숙달도별로 요구되는 과제와 기능 및 언어 단위를 분석하고,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평가 도구인 캠브릿지 영어 평가(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

와 토플 프라이머리(TOEFL Primary)의 말하기 평가 척도를 분석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1) KSL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석

   KSL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숙달도별로 요구하는 산출을 분석해보면 초급은 소

통적 목적 과제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어휘나 짧은 문장의 산출을 요구하고, 중급과 

고급으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학습 목적 과제를 중심으로 문장과 담화 차원의 산

출이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는 숙달도별 

요구되는 산출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표III-5> KSL 교육과정 말하기 성취기준의 과제와 기능(교육부, 2017)



- 45 -

장을 말할 수 있다.
과제

대답하기

2. 일상생활의 친숙한 화제에 관해 간단한 

말로 묻고 답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질문/대답하기

문장

3. 개인 신상에 관해 쉽고 간단한 말로 묻고 

답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소개하기

문장

4.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지 못한 교실 표

현에 대해 천천히 질문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질문/대답하기
문장

중

급

3

1. 하루 일과를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질문/대답하기

문장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도움요청/제안

하기

담화

3. 짧고 간단한 전화 대화를 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전화 대화하기

담화

4. 교실 표현 및 기본적인 학습 도구 표현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문장

4

1.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대화하기

담화

2. 어떤 사실에 관해 이유를 묻고 답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이유말하기

담화

3. 지나간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간단히 

묻고 답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대화하기

담화

4. 사고 도구 어휘와 범용 지식 어휘 표현을 

사용하여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문장

고 5 1. 쉽고 간단한 말로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 학습 목적 과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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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할 수 있다. 비교/대조하기

2.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을 상황에 맞

게 사용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문장

3. 친숙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

표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발표하기
담화

4. 교과 학습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대체

로 말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발표하기
담화

6

1. 문법적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여 말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문장

2. 소집단 대화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소집단 대화하기
담화

3. 대화 내용에 알맞은 억양, 어조, 속도, 강세, 

몸짓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소통적 목적 

과제
담화

4.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

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할 수 있다.

학습 목적 과제

발표하기
담화

  (2)  학령기 학습자 대상 외국어 말하기 평가 척도 분석

   ① 캠브릿지 영어 평가(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 

    캠브릿지 영어 평가는 초등학교나 초기 중학년의 학령기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하는 평가이며, CEFR 등급 체계를 따라 Pre A1 Starter, A1 Movers, A2 Flyer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4) 말하기 평가 척도는 어휘 또는 문법15), 발음, 상호작용의 

3가지 준거를 기반으로 6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어휘 준거는 범위(range), 운용

(control), 정도(extent)로 구성되며, 발음 준거는 개별 소리와 단어 강세로 세분화하

여 평가한다. 응집성은 간단한 연결어(linker)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준거로 숙달도에 따라 사용이 예상되는 연결어의 예시가 제공된다. 상

14) Starters는 말하기 경험이 거의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단어, 짧은 구와 같이 매우 제한된 양의 언
어 산출을 기대하는 단계다. Movers는 말하기 경험이 조금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림을 묘사하거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는 능력을 기대한다. Flyer는 말하기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
게 보며, 약간 부정확한 언어를 산출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Papp,2018:358).

15) 캠브릿지 평가에서는 말하기 경험이 거의 없는 Pre A1-starter 단계에서는 어휘만을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
인 A1 Mover부터 어휘와 문법을 함께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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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Criteria) 용어 설명

어휘

(Vocabulary)

또는

 문법

(Grammar)

범위(Range)

수험자가 시험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어휘의 

정도를 말함. A1에서 A2로 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한 단어와 문법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운용(control)

수험자가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간단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킴. 

A2 Flyers에서 5점을 받더라도 완전한 

정확성을 예상하지 않으며, 오류가 의미를 

얼마나 모호하게 하는지를 고려함. 

정도(extent)

수험자 발화의 길이를 말함. Pre A1의 한 

단어의 응답부터 A1 Movers의 짧고 간단한 

문장, A2 Flyers의 약간 길고 약간 더 복잡한 

문장의 응답을 포함함. 

응집성(cohesion)
간단한 연결어(linker)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킴.

발음

(Pronunciation)

개별 소리

(individual 

sounds)

모음, 이중모음 및 자음을 발음할 수 있는 

수험자의 능력을 가리킴. 일반적으로 

수험자가 강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악센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어 교육(EFL/ESOL)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단어 강세

(word stress)

음절이나 단어에 강세를 주는 것을 말함. 

Pre A1 Starters에 필요한 제한된 언어 

샘플은 수험자가 제한된 수의 음운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을 의미함. 

이런 이유로 Pre A1 Starters 발음 기술자는 

단어 강세가 발음의 한 측면으로 포함되지는 

하지만 이해가능성(comprehensible)만을 

참고함. 

억양

(intonation)

수험자의 감정을 전하거나 의미를 

뒷받침하기 위해 목소리를 오르내리는 

방식을 의미함. 시험관에게 예상되는 

호작용 준거는 수신, 반응 지원 요구, 유창성, 신속성의 요소로 세분화하여 평가한

다. 채점 준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III-6>와 같다.

<표III-6> 캠브릿지 말하기 평가 척도의 준거(Cambridge,2018)



- 48 -

음운학적 특징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임. 특히 일부 A2 Flyers의 과제는 

수험자에게 질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 억양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척도에 

포함되어 있음. A1 Movers 기술자 역시 

억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이 

단계에서 억양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임.

상호작용

(Interaction)

수신(reception)

반응(responding)

시험관이 말한 것에 답하거나 반응하는 것을 

의미. 수신-응답 척도는 수험자의 이해 

능력과 적절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지원 요구

(support 

required)

수험자가 각 단계 및 밴드별로 필요로 하는 

시험관의 지원 정도를 말함.

유창성(fluency)

신속성(promptne

ss)

전반적인 표현의 유창성과 일반적으로 

언어를 유지할 수 없는 발화 사이의 범위로 

과제와 관련된 적절한 상호작용의 측면을 

말함. 이 척도는 세 단계 모두에서 전형적인 

수행이 망설임과 일시적인 중단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함. 

   

  캠브릿지 평가 척도의 특징은 ‘수신-응답’,‘지원 요구’준거를 포함한다는 점

이다.‘수신-응답’준거는 수험자의 이해 능력과 적절한 대응 능력(지시나 시각적 

자극, 질문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캠브릿지 평가가 상호작용으로서 말하

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지원 

요구’준거를 포함하여 구어 상호작용 중 수험자가 시험관에게 지원16)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다른 특징은 숙달도 단계별로 적용되는 준거가 다르다는 점이다. <표III-6>와 같

이 Pre A1 starter 단계에서 강세를 평가하기는 하지만 낮은 숙달도 단계로 인해 발

화 샘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억

양 또한 A1 mover 단계부터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낮은 숙달도 단계의 평가 

문항에서는 제한된 수준의 발화로 인해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표III-7>에서 캠브릿지 말하기 평가의 숙달도 단계별 채점 척도

를 제시하였다.

16) 캠브릿지 평가가 기반으로 한 CEFR의 공통참조단계에서는 A2+까지를 지원이 필요한 ‘기초 단계 언어 사용
자’로 보기 때문에 A2 flyer까지 지원과 관련된 준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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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Vocabulary) 발음(Pronunci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범위(range)

운용(control)

정도(extent)

개별 소리(individual 

sounds)

단어 강세(word 

stress)

reception(수신)/

responding(반응)

지원 요구(support required)

유창성(fluency)/

신속성(promptness)

5

· 모든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사용함

· 간단한 

발화(utterances)를 

생산하지만 때때로 

실수가 있음

· 단어나 구 

수준으로 답하지만 좀 

더 긴 발화도 생산함

·  몇몇 소리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알아들을 수 

있음

· 단어 강세에 

대한 운용이 

제한적임

· 지원이 필요하나 지시나 

시각적 자극, 질문에 

대체로 적절한 반응을 보임

· 필요하면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 망설임이 있지만 종종 

재빠르게 반응함 

4 몇몇 특징은 3 그리고 몇몇 특징은 5와 거의 동일한 척도로 측정됨

3

·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사용함

· 간단한 발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기본적인 실수를 함

· 단어 수준으로 

답하지만 구도 생산함 

· 때때로 알아들을 

수 있음

· 꽤 자주 지원이 

필요하나 지시나 시각적 

자극, 질문에 반응을 보임

·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됨

· 망설임이 있고 반응은 

지연되거나 끊어짐

2 몇몇 특징은 3, 몇몇 특징은 1과 거의 동일한 척도로 측정됨

1

· 일부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사용함

· 몇 가지 간단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실수 

및 언어 부족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종종 지시, 질문, 시각적 

자극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망설임이 많아 청자로 

하여금 인내심이 필요하게 

만듦

<표III-7> 캠브릿지 말하기 평가 채점척도(Pre A1-starter)(Cambri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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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Vocabulary) 발음(Pronunci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범위(range)

운용(control)

정도(extent)

응집성(cohesion)

개별 소리(individual 

sounds)

단어 강세(word 

stress)

reception(수신)/

responding(반응)

지원 요구(support required)

유창성(fluency)/

신속성(promptness)

5

· 모든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사용함

· 간단한 구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의미는 대체로 

명확하지만 몇몇 

실수를 범함

· 단어나 구 

수준으로 답하지만 좀 

더 긴 발화도 생산함

· 간단한 

연결어(and, but, 

then, when)를 

사용하여 생각을 

연결함

·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음

· 강세나 억양에 

대한 운용이 

제한적임

· 지시나 시각적 자극, 

질문에 대체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아주 적은 

지원을 요구함

· 필요하면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 거의 항상 재빠르게 

반응하지만 망설임과 

약간의 멈춤이 있음

4 몇몇 특징은 3 그리고 몇몇 특징은 5와 거의 동일한 척도로 측정됨

3

· 대부분의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사용함

· 간단한 발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으나 몇몇의 

소리는 불명확함

단어 강세에 대한 

운용이 제한적임

· 지원이 필요하나 지시나 

시각적 자극,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보임

·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있음

· 단일한 단어 

수준에서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음
0 척도1 수준의 수행을 만족시키지 못함

 

 <표III-8> 캠브릿지 말하기 평가 채점척도(A1 Movers)(Cambri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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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기본적인 실수를 함

· 대체로 단어나 구 

수준으로 답하나 좀 

더 긴 발화도 생산함

· 간단한 

연결어(and)를 

사용하여 생각을 

연결함

· 때때로 재빠르게 

반응하나, 망설임과 멈춤이 

있음.

2 몇몇 특징은 3, 몇몇 특징은 1과 거의 동일한 척도로 측정됨

1

· 일부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사용함

· 몇 가지 간단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지만 기초적인 

실수가 의미를 

모호하게 함

· 대체로 단어 

수준에서 반응하지만 

구도 생산함

· 간단한 

연결어(and)로 단어를 

연결함

· 때때로 

이해하기가 힘듦

·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몇몇의 지시, 질문이나 

시각적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지만 지원이 자주 

필요함

·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 망설임과 멈춤이 있고 

답변은 지연됨

0 척도1 수준의 수행을 만족시키지 못함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5점 척도에도‘몇몇 오류(some 

errors)’나 ‘제한된(limited)’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높은 단계에 있는 

학습자일지라도 완벽하지 않음을 언급하여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특징을 반

영한 것이다.

 ② 토플 프라이머리(TOEFL Primary) 말하기 평가 척도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평가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8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간접(indirect)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점 

척도는 문법, 어휘 선택, 오류와 관련된 언어 사용(language use), 과제의 요구와 관

련된 내용(content), 이해가능성 및 유창성과 관련된 전달(delivery)을 준거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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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Language Use, Content and Delivery Descriptors

5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완전히 달성함.

레벨5의 전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의미는 명확함. 문법과 단어 선택은 효과적으로 사용됨. 사소한 실수

는 과제의 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응집성은 연결 장치의 사용을 통해 

도움을 받음.

 · 응답은 완전하며 완결됨. 사건은 정확하게 묘사되며 따라가기 쉬움.

 · 발화는 꽤 부드러우며, 전달 속도가 자신감 있음. 발음과 억양에 오

류가 많지 않으며, 이해하는데 청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

4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함.

레벨4의 전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의미는 대부분 명확함. 문법과 단어 선택에서의 오류는 알아차릴 수 

있으나,  여전히 과제는 달성됨. 아이디어 연결을 위한 연결 장치의 사용

은 제한이 있음.

 · 응답은 대부분 완결됨. 서술에는 사소한 실수나 부정확성이 있으나, 

사건들은 여전히 쉽게 따라갈 수 있음.

 · 발화는 대부분 부드럽게 지속되지만, 약간의 망설임과 변동이 있음. 

발음과 억양에 사소한 오류가 있으며, 이해하기 위해 청자의 노력이 최

소한으로 요구됨.

3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함.

레벨3의 전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때때로 의미가 모호함. 문법과 단어 선택의 오류가 눈에 띄고, 과제 

수행을 제한함. 연결 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응답에 포함될 수 있음.

 · 응답이 다소 완결됨. 실수와 부정확함으로 인해 청자가 주요 사건들 

사이의 간격을 메워야 함. 

 · 말이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거나 고르지 않거나 주저할 

수 있음. 발음과 억양에 오류가 있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노력이 

약간 필요함.

문항17)에 따라 4점, 6점 척도로 구성된다. 총체적 척도 방식을 적용하여 레벨에 따

른 전형적인 반응을 서술자로 제시하고 있다. 문항별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채점 

척도는 다음 <표III-9>와 같다. 

<표III-9>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채점 척도(간단한 사건 순서 설명, 지시하기 

과제)(ETS, 2019a:27)

17) 채점 척도는 간단한 사건 순서나 설명, 지시하는 과제와 기본적인 감정과 기분, 의견을 표현하고 간단한 묘
사, 요청, 질문의 과제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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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레벨2의 전형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문법 및 단어 선택 오류로 인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연결 장치 사용 시도가 없거나 실패함.

 ·  응답이 대부분 불완전함. 여러 번의 실수와 간격으로 인해 청자가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라가기가 어려워짐. 의미있는 내용은 

반복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음.

 · 말이 눈에 띄게 느리거나 고르지 않거나 주저하며, 긴 시간 정지될 

수 있음. 발음과 억양에 빈번한 오류가 있음. 이해하기 위해 청자의 노력

이 필요함.

1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함.

레벨1에서의 전형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빈번한 오류로 인해 의미가 불분명함. 문법과 단어 선택은 매우 제

한적이며 종종 부정확함.

 · 응답이 불완전함. 심각한 실수와 간격은 사건을 불분명하게 만듦. 응

답은 프롬프트와 관련된 단일한 단어 또는 몇 단어로 구성될 수 있음. 

매우 반복적일 수 있음.

 · 말이 지속되지 않거나 대부분 이해할 수 없음. 발음과 억양에 많은 

오류가 있음. 이해를 하려면 청자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함.

0
수험자가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응답에 영어가 

포함되지 않거나, 응답이 주제에 벗어났으며 프롬프트를 다루지 않음.

Score Language Use, Content and Delivery Descriptors

3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함.

레벨3의 전형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의미는 분명함. 문법과 단어 선택에서의 사소한 오류는 과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응답은 정확하며 완결되고, 내용은 과제에 적절함.

 · 발화는 이해가능하며, 전달은 대체로 부드러움. 이해를 위해 청차의 

노력이 최소한으로 필요함.

2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함.

레벨2 단계의 전형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의미는 대부분 분명함. 문법이나 단어 선택의 일부 오류는 과제 수

행을 방해할 수 있음.

<표III-10>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평가 채점 척도(기본적인 감정과 느낌, 의견을 

표현하기/간단한 묘사하기/간단한 요청하기/질문하기)(ETS, 2019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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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이 완전히 정확하거나 완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과제와 완전히 

적합하기 않음. 

 · 발화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전달이 느리거나 고르지 않거나 

주저할 수 있음. 이해하기 위해 청자의 노력이 약간 필요함. 

1

수험자는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함.

레벨1에서의 전형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문법과 단어 선택에서 빈번한 오류로 인해 의미가 가려짐.

 ·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고, 내용이 과제에 부적합함.

 · 말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속되지 않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함.

0
수험자가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응답에 영어가 

포함되지 않거나, 응답이 주제에서 벗어났으며 프롬프트를 다루지 않음.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척도의 특징은 의사소통 목표 달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항마다‘질문하기, 요청하기, 시간 순서대로 사건 묘사하기’와 같은 의

사소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문항이 요구하는 산출의 수준에 따라 다른 준거와 척도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묘사하는 문항은‘연결 장치의 사용’과 같이 문항 

특성을 반영한 준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설명하기, 질문하기, 요청하기와 

같은 비교적 짧고 간단한 산출을 요구하는 문항은 4점 척도를 적용하는 반면에 시

간 순서대로 묘사하기와 같이 문장, 담화 수준의 산출을 요구하는 문항은 6점 척도

를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각 점수별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총체적 척도로 제시

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③ 성인 대상 외국어 말하기 평가 척도와의 비교

   앞서 살펴본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와 성인 대상 말하기 평

가인 토플 말하기 평가(TOEFL Speaking iBT)의 평가 척도를 비교하여 학령기 학습

자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플 말하기 평가는 학업이

나 직업, 이민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평가로 컴퓨터로 실시되는 반직접

식 평가이며, 독립적 말하기. 아이디어나 의견, 경험 서술과 같은 평가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평가 척도는 일반적 기술(general description)과 함께 전달(delivery), 언어 

사용(language use), 주제 발전(topic development) 준거로 구성되어 총체적 척도와 

분석적 척도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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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general   

description
delivery language use

topic 

development

4

완결성에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있지만 응답은 

과제의 요구를 

충족함; 이해하기 

쉽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담화를 

보여줌

일반적으로 진행

이 매끄러우며 

분명함; 사소한 

실수, 발음 또는 

억양 패턴에 약

간의 어려움이 

포함될 수 있지

만 전반적인 명

료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응답은 문법과 

어휘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여줌; 

기본 구조와 복

잡한 구조를 적

절하게 잘 운용

하여 상당히 높

은 수준의 자동

화를 보여줌; 사

소한 또는 체계

적인 오류는 눈

에 띄지만 의미

를 모호하게 하

지 않음

응답은 지속되고 

과제에 충분함. 

일반적으로 잘 

발전되고 일관성

이 있음. 아이디

어 간의 관계는 

명확함(또는 아

이디어의 명확한 

진행)

3

응답은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하

지만 완전히 발

전되지는 못할 

수 있음; 그것은 

표현의 매끄러움

과 함께 일반적

으로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이 

있지만, 아이디어

의 표현에는 눈

에 띄는 결점이 

있음; 이 수준의 

응답은 다음 중 

적어도 두 가지

를 특징으로 함

표현이 매끄럽

고, 일반적으로 

명확함. 발음, 억

양 또는 속도에

는 사소한 어려

움이 눈에 띄고, 

때로는 청자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전반적

으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응답은 문법과 

어휘를 상당히 

자동적이고 효과

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상당히 일관되게 

표현됨; 응답은 

어휘 또는 문법 

구조의 일부 부

정확하거나 부정

확한 사용을 나

타내거나 사용된 

구조의 범위에서 

다소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전반

적인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

지만 메시지의 

응답은 대부분 

일관성이 있으며 

관련된 아이디어

와 정보를 제공

함; 전체적인 발

전은 다소 제한

적이며 일반적으

로 정교함이나 

상세함이 부족

함; 아이디어 사

이의 관계가 때

때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표III-11> 토플 말하기 평가 척도(ETS,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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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음

2

응답은 과제를 

다루지만 주제 

발전은 제한적임; 

전달 그리고/또는 

전체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이해하기 

쉬운 발화를 포

함함; 의미가 방

해될 수 있음; 이 

수준의 응답은 

다음 중 적어도 

두 가지를 특징

으로 함.

발화는 기본적으

로 이해할 수 있

지만, 불분명한 

발음, 어색한 억

양, 또는 고르지 

못한 리듬/속도

로 인해 청자의 

노력이 필요함; 

곳곳에서 의미가 

모호함.

응답에서 문법과 

어휘의 제한된 

범위와 운용을 

보여줌; 이러한 

제한은 종종 아

이디어의 완전한 

표현을 방해함; 

대부분의 경우, 

기본 문장 구조

만 성공적으로 

부드럽게 사용

됨. 구조와 어휘

는 주로 단순(짧

음) 및/또는 일반

적인 명제를 표

현할 수 있으며; 

단순하거나 명확

하지 않은 연결

(직렬 목록, 연

결, 병치)을 사용

함.

제시된 아이디어

의 수 또는 아이

디어 개발은 제

한적이지만 응답

은 과제와 관련

됨; 대부분 기본 

아이디어는 세부

적인 설명(세부

사항 및 지원)으

로 표현됨, 때때

로 관련된 본질

이 모호하게 표

현되거나 반복될 

수 있음; 아이디

어의 연결이 명

확하지 않을 수 

있음

1

응답은 내용 및/

또는 일관성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과제가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발화를 

이해하기가 어려

움. 이 수준의 응

답은 다음 중 적

어도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함

일관된 발음, 강

세 및 억양이 어

려워 청자의 노

력을 상당히 유

발함; 전달은 고

르지 못하며, 단

편적임; 자주 멈

추고 망설임

문법과 어휘의 

범위와 운용은 

아이디어 표현과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제한

함; 일부 낮은 

수준의 응답은 

실제 또는 공식

적 표현에 크게 

의존할 수 있음

관련된 내용이 

제한되게 표현

됨; 응답은 일반

적으로 매우 기

본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부족함; 화자는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말을 지속

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프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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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반복에 크

게 의존함
0 화자가 응답을 시도하지 않거나 응답이 주제와 관련이 없음.

평가

도구
캠브릿지 토플 프라이머리

토플 말하기 

평가(iBT)

대상
학령기 아동

EFL, ESL
EFL 8세 이상 아동 성인

채점 방법 분석적 총체적 총체적+분석적
점수 0-5점/0-3점 0-5점/0-3점 0-5점

준거

어휘, 문법

범위
언어 사용

(문법과 어휘의 사용)

전반적 묘사
운용

언어사용정도
응집성

발음

개별 소리

내용

주제 발전

(일관성, 

아이디어 연결)

강세

억양

상호작용

수신-반응 전달

(매끄러움, 발음, 억양, 

의미 전달의 명료성)

전달
지원요구
유창성

신속성

 

   학령기 아동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와 비교하여 구분되는 점은 성인 대상 말하

기 평가 척도는 담화 수준의 아이디어 연결과 내용 조직을 채점 준거로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캠브릿지 평가와 토플 프라이머리의 경우, 초등학교나 초기 중학교 

학년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혹은 8세 이상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

화 차원에서의 내용 구성보다는 단어나 문장 간의 연결이나 연결 장치의 사용 여부

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응집성 준거가 서술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KSL 학습자 말하기 평가 척도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평가 척도의 준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III-12> 해외 아동·청소년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 비교

   해외의 학령기 아동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준거

는‘어휘와 문법의 사용, 발음과 억양, 과제 혹은 의사소통 목표의 달성’이며, 평

가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과 관련된 ‘수신-응답’,‘지원’과 같은 준거가 척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학년의 청소년 및 성인 학습자 대

상 평가 척도와 다르게 응집성 준거에서 아이디어의 연결이나 담화 수준의 산출보

다는 연결 장치를 통한 문장과 단어의 연결 수준의 산출을 기대함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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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거

점

수

전반적 수행

언어 사용

(어휘·문법의 

사용)

내용 구성

상호작용

(질문에 대한 

반응, 발음, 억양, 

망설임)

5

· 응답에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실수가 가

끔 보이지만  과

제를 충분히 수행

함.

· 언어 사용에 

사소한 오류가 가

끔 나타나지만 자

연스럽게 상호작

용이 가능하며, 

문장 간의 연결을 

통해 응집성 있는 

내용을 구성함.

· 모든 과제에서 

수행에 필요한 적

합한 어휘와 문법

을 선택하고, 다

양한 어휘와 문법

을 사용하여 의미

를 효과적으로 표

현함.

 · 사소한 오류

가 가끔 발견되

나,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단어, 구, 문장 

수준 이상의 긴 

발화가 가능함.

· 문장 간의 연

결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우며 내

용 구성이 적절

함.

· 문장의 연결에 

사소한 실수가 가

끔 발견되나, 의

미 이해나 내용 

구성에 영향을 주

지 않음.

· 질문에 적절하

게 반응함.

· 발음이 명확하

고, 억양이 자연

스러움.

· 약간의 망설임

이나 사소한 발

음, 억양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나, 

의사소통이나 이

해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 응답이 완벽하

지 않으나 과제를 

적절히 수행함

· 언어 사용에 

오류가 보이지만 

적절하게 상호작

용하며, 문장 간

· 대체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

합한 어휘와 문법

을 선택하고, 다

양한 어휘와 문법

을 사용하여 의미

를 표현할 수 있

· 단어, 구, 문장 

수준의 이상의 발

화가 가능함.

· 문장 간의 연

결을 통해 적절하

게 내용을 구성

함.

· 질문에 대체로 

적절하게 반응함.

· 발음이 대체로 

명확하고, 억양이 

자연스러움.

· 가끔 망설임이

나 발음, 억양 오

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학습자일지라도 제2언어 학습자임을 고려하

여 오류나 실수, 망설임 등이 있음을 척도에 명시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3)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척도의 구성

   KSL 교육과정의 말하기 성취기준 분석과 해외의 학령기 아동 학습자 대상 말하

기 평가 척도와 성인 대상 말하기 평가 척도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 <표III-13>과 같이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척도를 구성하였다. 

<표III-13>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척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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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을 통해   

응집성 있는 내용

을 구성할 수 있

음.

음.

 · 몇몇의 사소

한 오류가 보이지

만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문장의 연결에 

몇몇 실수는 있지

만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류가 발견되나, 

의사소통이나 이

해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 응답에서 과제

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음.

· 언어 사용에 

오류가 보이고, 

가끔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되며,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나 

이해는 가능함.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어

휘와 문법 선택에 

약간의 제한이 있

으나, 어휘와 문

법을 사용하여 의

미를 표현할 수 

있음.

 · 몇몇의 오류

가 보이며,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

기도 함.

· 단어, 구, 문장 

수준의 발화가 가

능함.

· 문장 간의 연

결이  제한적으로 

가능하여 내용을 

구성함.

· 문장의 연결에 

몇몇 실수가 있

고,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함.

· 몇몇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함.

· 발음이 명확하

지 않은 편이며, 

억양에 부자연스

러운 부분이 있

음.

· 망설임이 자주 

있으며 발음, 억

양 오류가 의사소

통이나 이해에 영

향을 주기도 함.

2

· 응답에서 과제

와 관련된 내용을 

제한적으로 다루

고 있음.

· 언어 사용에 

오류가 보이고, 

상호작용에 문제

가 발생되며, 단

어, 구 수준의 발

화가 반복되고, 

전체적인 내용 구

성에 문제를 보

임.

· 과제 수행을 

위해 단순한 어휘

를 선택하고, 사

용하는 문법 유형

이 제한적임.

 ·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는 심각

한 오류가 나타

남.

· 단어, 구 수준

의 발화가 반복되

며, 제한적으로 

문장 수준의 발화

가 나타남. 

·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보이지 않

음.

·질문과 관련 없

는 반응이 자주 

보임.

· 발음이 명확하

지 않으며 억양이 

부자연스러움.

· 망설임의 시간

이 길며, 발음, 억

양 오류가 심각하

여 의사소통이나 

이해에 영향을 

줌.

1

· 응답에서 과제

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

음.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어

를 사용하거나, 

단일한 어휘나 문

· 단어 수준의 

발화가 반복됨.

·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어려움.

·대부분 질문과 

관련 없는 반응을 

함.

· 발음이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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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사용에 

오류가 심각하여 

상호작용에 문제

가 발생되며, 단

일한 어휘나 문법 

유형을 반복함.

법 유형을 반복하

여 사용함.

 · 심각한 오류

가 많아 의미 이

해하기가 어려움. 

지 않고, 억양이 

부자연스러워 의

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함.

· 망설임으로 인

해 대화의 공백이 

길며, 발음, 억양 

오류가 심각하여 

의사소통이나 이

해에 영향을 줌.

0
응답한 내용이 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음.

한국어를 사용한 발화를 포함하지 않음.

문항 채점 준거 사례수 총점 난이도 변별도
1 전체적 90 244 2.71 0.93

언어사용 90 230 2.56 0.93
내용구성 90 214 2.38 0.88
상호작용 90 252 2.80 0.88

235 2.61 0.91
2 전체적 90 265 2.94 0.87

언어사용 90 244 2.71 0.88
내용구성 90 243 2.70 0.85
상호작용 90 268 2.98 0.83

255 2.83 0.86
3 전체적 90 197 2.19 0.97

 

 2. KSL 말하기 평가 도구 검증 

 

  2.1. 고전검사이론 기반 문항 양호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전검사이론에 따른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다형 문항은 정오로 정답을 판별하여 정답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말하

기 평가는 척도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병곤 외(2017:330)와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였다. 문항 난이도는 채점자들이 

부여한 평균값으로 문항 난이도를 확인하였고, 문항 변별도는 문항이 수험자들의 

능력 수준을 잘 변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별 준거에

서 수험자가 받은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을 통해 문항 변별도를 확인하였다. 

<표III-14> 문항 양호도 및 변별도(채점자 6명, 수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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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 90 186 2.07 0.95
내용구성 90 193 2.14 0.96
상호작용 90 216 2.40 0.95

198 2.20 0.96
4 전체적 90 205 2.28 0.92

언어사용 90 190 2.11 0.91
내용구성 90 192 2.13 0.95
상호작용 90 226 2.51 0.94

203.3 2.26 0.93
5 전체적 90 236 2.62 0.94

언어사용 90 221 2.46 0.95
내용구성 90 226 2.51 0.95
상호작용 90 253 2.81 0.93

234 2.60 0.94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분석 결과, 문항 난이도는 3번(2.20)>4번(2.26)>5번(2.60)>1

번(2.61)>2번(2.83) 순으로 3번 문항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문

항 3번은 그림 속 인물이 다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로 단어 수준의 발화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항 1번 과제와는 다르게‘-하다가 다쳤어요’,‘-때문에 다쳤어

요’와 같은 문형을 사용해야만 과제 해결이 가능하다. 적합한 문형을 사용하지 않

은 경우는 언어 사용 준거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5개의 문항 중 가장 낮은 

총점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급 수준을 목표로 구성된 문항 5

번의 난이도와 초급 수준을 목표로 구성된 문항 1번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5번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제로 수험자

의 발화에서 전체적인 내용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1번의 경우

는 교실 속 사물과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과제로 문장 간의 연결보다는 단어나 

단순한 문장 수준의 발화를 기대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내용 구성 준거 점수

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문항별 준거의 총점을 

비교해보면, 내용구성 준거를 제외한 모든 준거의 총점은 1번 문항이 5번 문항보다 

높은데 반해 5번 문항의 내용구성 준거 총점은 226점으로 나타나 1번 문항의 내용

구성준거 총점인 214점보다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항 1번의 내

용 구성 준거의 채점 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문항 변별도 평균은 0.83-0.97로 수험자의 총점과 수험자의 준거 점수 간

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SL 말하기 평가 문항과 채점 준거

가 적절하게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전검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평가 

결과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지만 채점자들이 각 수험자에게 부여한 총점만을 고

려하기 때문에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는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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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문항반응이론 기반 다국면라쉬모형 국면 분석

   (1) 문항특성곡선(ICC)을 통한 평가 결과 모형 적합도 분석

    문항특성곡선(ICC)를 통해 평가 결과를 다국면라쉬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

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 문항특성곡선은 이론적 문항반응 곡선과 실제 채점 자료에

서 나타난 반응 빈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관찰된 평가 결과가 적절하게 신

뢰구간 안에 위치한다면 평가 결과를 라쉬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며 추후 

분석 및 논의가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그래프 중간의 S자 모형의 선이 문항특성곡

선이며, x표시를 연결한 선은 관찰치를 연결한 선이다. 문항특성곡선을 감싼 양측의 

얇은 선이 95%의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x가 95% 신뢰구간 안에 위치한다

면 채점 결과가 라쉬모형에 적합함을 의미한다(장소영·신동일, 2009:121). 본 연구

의 평가 결과는 1개의 관찰값을 제외하고 모두 95%의 신뢰구간 안에 위치하므로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Ⅲ-1]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문항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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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SL 말하기 평가 문항 및 채점 척도 분석

[그림Ⅲ-2] 수험자, 채점자, 채점준거, 채점 척도 분포도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은 FACETS 프로그램(version.3.83.4)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림

Ⅲ-2]는 기본 모형인 RSM(?,?,?,?,R6)으로 수험자, 문항, 채점자, 채점 준거, 채점 척

도 국면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Ⅲ-2]의 첫 번째 열(Measur)은 로짓값으로 국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며 평균이 0으로 고정된다. 0 로짓보다 높은 양수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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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높음을 의미하고, 낮은 범위의 음수값은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정주

영, 2019:79). 두 번째 열(examinee)은 수험자 국면으로 본 연구의 KSL 말하기 평가

에 참여한 수험자들은 ±3 로짓 안에서 다양한 능력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섯 번째 열(item)은 문항 국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3번 문항과 그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4번 문항의 난이도가 0 로짓 위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점

수를 받기 어려운 문항임을 알 수 있으며, 1번 문항(그림묘사하기), 2번 문항(하루 

일과 설명하기), 5번 문항(이야기 설명하기)은 0 로짓 아래에 위치하여 점수를 받기 

쉬운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여섯 번째 열은 준거 국면으로 2번 준거(언어 사용)와 3

번 준거(내용구성)는 0 로짓 위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기 어려운 준거로 

나타났으며, 1번 준거(전반적인 수행)와 4번 준거(상호작용)는 0 로짓보다 낮게 위치

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기 쉬운 준거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열은 척도 국면으

로 채점 척도의 사용에서는 극단에 위치한 5점이 3로짓 이상에 위치하여 받을 확률

이 매우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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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문항별 문항범주특성곡선

 문항범주특성곡선을 통해서는 문항에서의 척도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범주

특성곡선에서 인접 곡선 간의 교차점 단위를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점수별 

획득 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박현정 외, 2018:193). 본 연구의 모든 문항범주특성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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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빈도(%) 평균 측정값(로짓)
0 23(1) -1.66
1 241(13) -.83
2 419(23) -.16
3 376(21) .78
4 403(22) 2.14
5 338(19) 3.00

선에서 인접 범주의 특성곡선 간 교차점에 해당하는 능력수준(x축 로짓값)이 일관적

으로 증가하고 능력수준이 높은 구간일수록 가장 높은 확률로 획득한 점수가 높아

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문항에서의 척도 점수가 비교적 적절하게 기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구간이 가지는 능력 수준의 범위를 살펴보면 문항 1번

은 4점의 구간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여 채점자들이 다른 점수보다 4점으로 채

점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항 3번은 1점과 2점의 

구간이 3점과 4점의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여 해당 문항에서 다른 점수

보다 1점과 2점을 주로 사용하여 채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문항 난

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척도의 기능은 채점 척도의 측정값과 척도의 기대점수 곡선, 채점 척도 점수의 외

적합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척도 점수가 올라갈수록 평균 측정값이 증가할 때 

시험에 사용된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동일,  

2006:156). 아래 <표III-15>는 본 연구에 사용된 KSL 말하기 평가의 채점 척도의 사

용 빈도 및 평균 측정값(로짓)을 보여준다. 척도의 점수가 올라가면서 평균 측정값

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III-15> 채점 척도의 기술 통계

  채점 척도의 기대점수 곡선을 통해서도 척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척도의 

기대점수 곡선에서 x축은 수험자의 능력을 나타내며 y축은 채점 척도 점수를 나타

낸다. [그림Ⅲ-4]에서 수험자의 능력이 증가할수록 채점 척도 점수가 증가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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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빈도 비율
평균 

추정치

기대 

추정치
외적합도 임계치 SE

0 23 1 -1.78 -1.50 .9
1 245 14 -.88 -.88 1.0 -3.56 .22
2 419 23 -.17 -.18 1.1 -1.07 .08
3 374 21 .81 .81 .9 .39 .07
4 401 22 2.19 2.13 1.1 1.40 .07
5 338 19 3.07 3.12 1.0 2.84 .08

[그림Ⅲ-4] 척도의 기대점수 곡선

  마지막으로 채점 척도의 외적합도 확인을 통해 척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척도의 외적합도는 수험자 숙달도 측정치의 평균과 기대되는 측정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지수가 ± 2.0을 넘지 않으면 채점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한 것

으로 보기도 하며(Eckes, 2011:83), 적합도 1.0을 기준으로 채점 척도의 점수가 모델

값을 기준으로 신뢰로운지를 판단하기도 한다(신동일, 2001:84).

<표III-16> 채점 척도 점수 국면 측정 결과

  

  KSL 말하기 평가 채점 척도의 외적합도는 .9-.1.1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점 척

도 점수의 증가에 따라 평균 측정값이 증가하고 척도 곡선에서도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척도 점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채점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3. 채점자 신뢰도 분석

 (1) 고전검사이론기반 채점자 신뢰도 분석

   채점자 내 신뢰도는 각 채점자들이 15명의 수험자에게 부여한 점수를 통해 채점



- 68 -

R1 R2 R3 R4 R5 R6

R1 1.000

R2 0.958 1.000

R3 0.940 0.962 1.000

R4 0.893 0.925 0.937 1.000

R5 0.949 0.946 0.957 0.905 1.000

R6 0.957 0.957 0.967 0.947 0.954 1.000

R1 R2 R3 R4 R5 R6

Cronbach 

α
0.979 0.985 0.973 0.972 0.979 0.978

자의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

였다. 결과는 다음 <표III-17>와 같다.

<표III-17> 채점자 내적 일관성

  

  6명의 채점자 모두 .9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여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 일관성

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채

점자들이 각 수험자에게 부여한 총점이 서로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

다. 6명의 채점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관 행렬 분석(Pearson)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I-18> 상관행렬분석

 

 채점자 6명의 상관행렬분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80 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

다. 따라서 KSL 말하기 평가 채점에서 채점자들이 수험자에게 부여한 점수가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문항반응이론 기반 다국면라쉬모형 채점자 국면 분석

   다국면라쉬모형을 통해서도 채점자 내적 일관성과 채점자 간의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채점자 내적 일관성은 내적합 평균제곱값과 내적합 표준화값, 그리고 외적

합 평균제곱값과 외적합 표준화값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외적합 평균제곱값(외적

합도)은 극단적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관찰치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 

내적합 평균제곱값(내적합도)은 극단적인 수치를 포함하지 않고 적합성에 관한 좀 

더 정교한 통계치를 제시한다. 대략 0.75~1.3 범위 안의 값이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채선희 외, 2003:241). 적합도의 범위에 대한 견해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리 

나타나며,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평균 제곱값의 평균인 1.0을 기준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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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점

자

총점
채점

횟수

관

찰

평

균

조정

평균

라쉬모델 내적합도 외적합도
채점자 간 

일치도(%)

측정

값
오차

제곱

평균

표준

점수

(Z)

제곱

평균

표준

점수

(Z)

관찰
기

대

R1 1008 300 3.36 3.52 -1.56 .08 .88 -1.5 .90 -1.1 39.3 35.5
R2 960 300 3.20 3.31 -1.29 .07 .98 -.2 .92 -.9 40.6 36.2
R3 1003 300 3.34 3.50 -1.53 .08 1.15 1.7 1.15 1.6 39.1 35.6
R4 885 300 2.95 2.98 -.87 .07 1.03 .3 1.13 1.5 35.8 35.7
R5 729 300 2.43 2.32 -.02 .07 1.04 .5 1.06 .7 28.1 29.3
R6 914 300 3.05 3.11 -1.03 .07 .86 -1.8 .89 -1.3 42.9 36.1
모형, 모집단: 표준오차평균:.07 표준편차 .52 분리비: 6.92 층위: 9.56 분리신뢰도 .98
모형, 표본: 표준오차평균: .07 표준편차 .57 분리비 7.59  층위 10.46  분리신뢰도 .98
모형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293.9 자유도: 5 유의도(확률): .00
모형,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4.9 자유도: 4 유의도(확률): .30
채점자 간 일치 빈도: 4500 실제 일치도: 1689 = 37.6% 기대 일치도: 1560.2 = 34.7%

과 과적합을 판단하기도 한다(신동일, 2001:81).

<표III-19>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적합도 및 채점자 간 일치도

  

  본 연구의 KSL 말하기 채점자의 내적합 평균제곱값(내적합도)은 .88에서 1.15 범

위 사이에 위치하므로 전체적으로 채점자들이 내적일관성을 유지하며 채점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III-19> 하단에서 채점자 간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채점자 간 일치도는 실제 일치도와 기대 일치도로 구분되며, 기대 일치도는 라쉬 

모델에 데이터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보통 실제 일치도가 기대 일치도보다 

약간 높게 추정된다. 실제 일치도와 기대 일치도와 같다면 일치도는 0 로짓으로 산

출된다.18) 0 로짓을 기준으로 음수값을 보이면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채점자 간 일

치도에 비해 실제 채점자 사이에 채점 불일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양수값은 

기대 이상의 과적합 양상 즉, 채점자들 사이의 편차가 충분하지 않은 채점자 간 일

치도를 의미한다(장소영.신동일, 2009:82). KSL 말하기 평가에서 전체 채점자 간 일

치도를 계산하면 [(37.6-34.7)-(100-34.7)]=0.04로 0 로짓에 가까운 값을 보여 채점자 

간 일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KSL 말하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양호도 분석 및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KSL 말하기 평가 문항과 채점 척도가 적

절하게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 및 다국면라쉬모형의 내

적합도 지수를 통해 KSL 말하기 평가에 참여한 채점자들이 내적일관성을 유지하였

18) 라쉬 모델의 전체 일치도는 [(실제일치도-기대일치도)-(100-기대일치도)]를 이용하여 로짓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장소영·신동일,2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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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점

자

총

점

채

점

횟

수

관

찰

평

균

조정

평균

라쉬모델 내적합도 외적합도

변

별

도

상관분석
채점자 간 

일치도(%)

측정

값

오

차

제

곱

평

균

표

준

점

수(

Z)

제

곱

평

균

표

준

점

수

(Z)

측

정

기

대

관

찰

기

대

R1 1008 300 3.36 3.52 -1.56 .08 .88 -1.5 .90 -1.1 1.10 .81 .80 39.3 35.5

R2 960 300 3.20 3.31 -1.29 .07 .98 -.2 .92 -.9 1.15 .86 .81 40.6 36.2

R3 1003 300 3.34 3.50 -1.53 .08 1.15 1.7 1.15 1.6 .83 .79 .80 39.1 35.6

R4 885 300 2.95 2.98 -.87 .07 1.03 .3 1.13 1.5 .84 .74 .82 35.8 35.7

R5 729 300 2.43 2.32 -.02 .07 1.04 .5 1.06 .7 .96 .83 .82 28.1 29.3

R6 914 300 3.05 3.11 -1.03 .07 .86 -1.8 .89 -1.3 1.15 .83 .81 42.9 36.1

모형, 모집단: 표준오차평균:.07 표준편차 .52 분리비: 6.92 층위: 9.56 분리신뢰도 .98

모형, 표본: 표준오차평균: .07 표준편차 .57 분리비 7.59  층위 10.46  분리신뢰도 .98

모형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293.9 자유도: 5 유의도(확률): .00

모형,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4.9 자유도: 4 유의도(확률): .30

채점자 간 일치 빈도: 4500 실제 일치도: 1689 = 37.6% 기대 일치도: 1560.2 = 34.7%

으며, 상관행렬분석과 다국면라쉬모형의 채점자 일치도를 통해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KSL 말하기 평가 도구가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채점 경향 분석 및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한 채점 경향의 원

인에 대한 논의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경향 분석

  3.1.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의 엄격성은 고정된 카이제곱값과 분리비, 층위, 분리비 신뢰도 지수 확인

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고정된 카이제곱값을 통해 모든 채점자들이 동일한 엄격

성을 보인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는 경우(p<.005), 채점자들의 엄격성이 서로 다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비는 측정의 정확도에 비례한 채점자들의 엄격성이 퍼진 정

도이며, 층위는 분석에 포함된 채점자의 표본 중에서 통계적으로 구별되는 엄격성 

수준의 수를 보여준다. 분리비 신뢰도는 채점자들이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다(Myford&Wolfe. 2004:197). 

<표III-20>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국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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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단 수준의 엄격성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국면 분석 결과, 고정된 카이제곱값은 293.9(자유도=5)

이며, 유의수준은 .00으로 채점자들의 엄격성 및 관대함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20> 하단에 위치한 모집단의 분리비는 6.92로 채점자 간 엄

격성의 차이가 측정 오차보다 약 7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층위는 9.56으로 채

점자들의 엄격성이 약 9개의 층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채점자들

이 서로 다른 엄격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 수준의 엄격성

    개인 수준의 채점자 엄격성은 [그림Ⅲ-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KSL 말하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채점자들은 0 로짓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관

대한 경향을 보였다. 채점자 R5는 0 로짓에 가깝게 위치하여 영향이 거의 없는 채

점자로 나타났으며, 채점자 R1과 R3는 -1.5 로짓 부근에 위치하여 가장 관대한 채

점자로 나타났다. <표III-20>을 통해서도 채점자 개인의 엄격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라쉬 모형의 측정값을 보면 R1과 R3은 각각 -1.56(오차.08), -1.53(오차 .08)으로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을 보였으며, R1은 채점자들 중 가장 관대한 채점자로 확인되

었다. 관찰 평균은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조정 평균은 결측값

이나 다른 국면의 값들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된 평균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정 

평균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균값보다 더 정확한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다(장소영.

신동일, 2009:79). 채점자 영향을 거의 보이지 않은 R5와 가장 관대한 채점자로 추

정된 R1의 조정 평균을 비교해보면 R1은 R5에 비해 1.2점을 더 부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3.2. 집중경향성

  집중경향성은 척도의 중간 점수를 과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Myford&Wolfe,   

2004:199), 주어진 척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척도점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집중경향성은 채점자가 모니터나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

서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채점자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안전전략으로서 척도

의 중간 점수를 과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 채점 준거나 수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채점했을 경우에도 긍정적인 집중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자 

분리비 및 층위를 고려해야 한다(이성준, 2019). 또한 인접한 확률 곡선과의 교차점 

사이의 거리가 넓은 경우, 채점자가 해당 척도에 대한 집중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점 척도 사용 빈도와 함께 고려하여 집중경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Myford&Wolfe, 20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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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빈도 비율
평균 

추정치

기대 

추정치

외적합

도
임계치 SE

0 23 1 -1.78 -1.50 .9
1 245 14 -.88 -.88 1.0 -3.56 .22
2 419 23 -.17 -.18 1.1 -1.07 .08
3 374 21 .81 .81 .9 .39 .07
4 401 22 2.19 2.13 1.1 1.40 .07
5 338 19 3.07 3.12 1.0 2.84 .08

  1) 집단 수준의 집중경향성

   척도 분석에 앞서 집중경향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험자 분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L 말하기 평가 수험자 국면 분석 결과, 수험자의 능력을 고정한 카

이제곱값은 2235.0(자유도=14)이고 유의도는 .00으로 수험자 수행 능력은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자 능력 수준의 변별 정도를 보여주는 분리비와 

층위를 살펴보면, 분리비는 12.84, 층위는 17.47(신뢰도 .99)로 15명의 수험자들의 능

력 수준 간의 집중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채점자들 또한 수험자의 수준을 충분

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점자 집단 수준에서의 척도 사용

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척도 점수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였다. 아래 <표

III-21>의 각 척도 점수의 빈도를 살펴보면 0점과 1점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는 비교

적 균등한 비율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집단 수준의 집중경향성은 보이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표III-21> KSL 말하기 평가 척도 점수 국면 분석 결과

  

   2) 개인 수준의 집중경향성

   개별 채점자의 집중경향성은 채점자 적합도 지수, 채점자의 척도 점수 사용 빈

도 및 탈모형적 평가 결과와 인접한 확률 곡선과의 교차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채점자의 적합도 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과적합을 의미하며, 채점

자의 채점이 예상보다 낮은 분산을 나타내므로 집중경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Myford&Wolfe, 2004:201). 본 연구에서 적합도가 1 미만인 채점자는 총 3명이며, 

이 중 R1과 R6은 각각 .85와 .84로 상대적으로 과적합도가 높았으며, 표준점수(Z) 

또한 각각 -1.5, -1.8로 측정치의 평균과 기대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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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R1 R2 R3 R4 R5 R6
0 0 0 1 0 6 0
1 8 17 10 6 27 12
2 17 22 20 35 17 29
3 29 13 17 27 20 19
4 22 20 24 23 25 21
5 24 28 28 9 5 19

누적 100 100 100 100 100 100

점수 빈도 비율
평균 

추정치

기대 

추정치
외적합도

한계치

(threshold)
SE

0 0 0
1 25 8 -1.33 -1.23 1.0
2 51 17 -.88 -.80 .7 -1.82 .24
3 87 29 -.10 -.06 .6 -1.03 .17
4 65 22 1.51 1.33 1.2 .93 .18
5 72 24 2.45 2.48 1.0 1.92 .18

<표III-22> 채점자의 척도별 사용 빈도 비율(단위:%)

  채점자별 척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R1은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3점의 사용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R6은 상대적으로 2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3>의 R1의 척도 사용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3점 척도의 외적합도가 .6으로 과

적합 양상을 보였다. 척도의 확률 곡선이 인접한 확률 곡선과 교차하는 지점을 한

계치(threshold)라고 하며, 인접한 확률 곡선과의 교차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척도에 

대한 집중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점 척도와 2점 척도의 확률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과 2점과 3점 척도의 확률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는 0.79, 2점과 3

점 척도의 확률 곡선의 교차 지점과 3점과 4점 척도의 교차 지점 사이의 거리는 

1.96, 3점과 4점 척도 교차 지점과 4점과 5점 척도 교차 지점 사이의 거리는 0.99로 

2점과 4점보다는 3점으로 채점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R1의 척도 사

용에서 다른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3점에 대한 집중경향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표III-23> R1의 척도 사용 측정 결과

  <표III-24>의 R6의 척도 사용 측정 결과를 보면 2점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2

점 척도의 외적합도 또한 1.4로 부적합 양상을 보인다. 1점 척도와 2점 척도의 확률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과 2점과 3점 척도의 확률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

는 2.05, 2점과 3점 척도의 확률 곡선의 교차 지점과 3점과 4점 척도의 교차 지점 

사이의 거리는 0.72, 3점과 4점 척도 교차 지점과 4점과 5점 척도 교차 지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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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문항 준거 수험자
관찰점

수

기대점

수
잔차

표준화

잔차
R6 1 3 E13 2 4.7 -2.7 -4.8
R6 1 2 E13 2 4.6 -2.6 -4.3
R3 1 4 E11 3 4.7 -1.7 -3.8
R3 5 2 E11 3 4.8 -1.8 -3.8
R4 2 2 E13 2 4 -2 -3.8
R6 1 3 E14 2 4.5 -2.5 -3.7
R2 2 1 E2 2 4.4 -2.4 -3.4
R4 2 4 E9 5 2.5 2.5 3.3
R1 4 2 E1 4 1.8 2.2 3.1
R5 2 1 E1 4 1.5 2.5 3.1
R4 1 2 E14 2 3.8 -1.8 -3.1
R4 1 3 E14 2 4 -2 -3.1
R1 2 4 E4 1 3.3 -2.3 -3
R4 5 4 E12 5 3.1 1.9 3

점수 빈도 비율
평균 

추정치

기대 

추정치
외적합도 임계치 SE

0 0 0
1 37 12 -1.68 -1.66 1.0
2 87 29 -1.17 -1.07 1.4 -2.24 .20
3 57 19 .01 -.06 .5 -.19 .17
4 63 21 1.51 1.30 .9 .53 .19
5 56 19 2.02 2.17 1.1 1.91 .19

거리는 1.38로 2점 척도에서 집중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III-24> R6의 척도 사용 측정 결과

  

  탈모형 사례에서도 R6의 내용 구성 채점 사례가 표준화 잔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R6의 내용 구성 준거에서의 척도 사용에서도 2점 척도의 외적합도는 

3.6으로 부적합 양상을 보이며, 3점과 4점 척도 또한 .6으로 과적합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III-25> 탈모형적 채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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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사례

수
평균

조정

평균

라쉬모델

내적합도 외적합도
변별

도

상관관계

준거
측정

치
오차 측정 예상

1473 450 3.27 3.41 -.37 .06 .99 1.01 .97 .80 .81 4
1401 450 3.11 3.20 -.10 .06 .91 .91 1.10 .84 .82 1
1314 450 2.92 2.94 .23 .06 1.00 1.03 1.00 .82 .82 3
1311 450 2.91 2.93 .24 .06 1.05 1.06 .96 .82 ,82 2
1374.8 450.0 3.06 3.12 .00 .06 .99 1.01 .82 mean

67.3 .0 .15 .20 .25 .00 .05 .06 .01 S.D(P)

77.7 .0 .17 .23 .29 .00 .06 .07 .02 S.D(S)

모형, 모집단: 표준오차평균:.06 표준편차 .24 분리비: 3.97 층위: 5.63 분리신뢰도 .94
모형, 표본: 표준오차평균: .06 표준편차 .28 분리비 4.62  층위 6.50  분리신뢰도 .96
모형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66.8 자유도: 3 유의도(확률): .00
모형,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2.9 자유도: 2 유의도(확률): .23

점수 빈도 비율
평균 

추정치

기대 

추정치

외적합

도
임계치 SE

0 0 0
1 14 19 -1.93 -1.85 1.0
2 22 29 -1.07 -1.20 3.6 -2.04 .36
3 15 20 .22 -.04 .6 -.33 .35
4 10 13 1.46 1.29 .6 1.03 .40
5 14 19 1.93 2.05 1.2 1.34 .39

<표III-26> 내용 구성 준거 척도 사용 측정 결과(R6)

 

 3.3. 후광성

  

  1) 집단 수준의 후광성

   집단 수준의 후광성은 각 채점 영역별 점수 분포의 고정된 카이제곱값과 분리비 

및 층위, 분리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III-27>의 준거별 분포 측정 결과, 채

점 준거들 사이의 난이도는 유의도 .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점자들이 4개의 준거를 분리하여 채점하고 있으므로 집단 수준의 후광성

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리비는 3.97, 층위는 5.63, 분리신뢰도는 

.93으로 수험자들이 말하기 능력을 약 6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III-27> 준거별 분포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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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전반적/언어사용/내용구성/상호작용)
채점자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R2 2/2/2/3 3/3/2/4 2/3/2/2 1/1/1/2/ 1/2/1/1
R5 1/1/1/1 3/3/2/3 1/1/1/1 1/1/0/1 1/1/1/1

  2) 개별 채점자 수준의 후광성

   채점자의 적합도 지수와 신뢰도를 통해 개별 채점자의 후광성을 확인할 수 있

다. <표III-20>에서 R5는 적합도 지수가 근소한 차이로 1을 초과하는 부적합 양상을 

보였으며,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후광성 영

향을 추정할 수 있다. 내적합도가 1에 가까우며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은 R2가 수

험자 E10에게 부여한 점수열과 R5가 E10에 부여한 점수열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I-28>과 같다. R2의 점수열과 비교하였을 때 E10에 대한 R5의 점수가 준거별로 유

사함을 통해 후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III-28> 채점자 R2와 R5의 점수열 비교

 3.4. 편향성

  기본적인 다국면라쉬모형은 관련 국면들 간의 편향 모수를 추가함으로써 확장이 

가능하다. FACETS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향 모수

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각 채점자가 수험자들 사이에서 균일한 수준의 엄격

성을 유지했는지 또는 특정 채점자가 일부 수험자들의 점수를 예상보다 엄격하게 

혹은 관대하게 채점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Eckes, 2011:96-97). 편

향 분석은 특정한 국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으로 서로 다

른 엄격성의 차이가 모델의 기댓값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로 제시

하여 보여준다. 편향 분석의 해석을 위해 편향의 크기(bias size)와 t값19)을 사용하

며, 일반적으로 t값이 ±2보다 크면 편향의 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보고한

다(장소영·신동일, 2009:88; 이성준, 2019:121). 

19) 편향 추정치(bias estimates)가 0보다 큰 경우는 관찰 점수가 모형 기반의 기대 점수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
하고 0보다 작으면 관찰 점수가 기대 점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편향 추정치를 표준 오차로 나누면 
t값을 산출할 수 있다(Eckes.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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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자

수험자      R1 R2 R3 R4 R5 R6
코드

능력추정치

(로짓)

E1 -1.75 1.67 -2.24 -0.91 1.75 0.35 -0.54
E2 .50 -0.8 -1.41 1.52 -2.14 1.47 1.4
E3 1.29 -3.09 0 2.33 1.64 -0.85 -0.03
E4 -1,30 -2.12 0.72 0.31 2.58 -0.44 -1.01
E5 .54 -0.09 1.68 -0.27 -3.03 2.34 -0.57

채점자와 국면들 간의 편향 유형

통계량
수험자x채

점자

문항x채점

자

준거x채점

자

수험자x과

제x채점자

수험자x준

거x채점자

수험자x과

제x준거x

채점자
상호작용

수
90 30 24 450 360 1800

±2 초과 

t값(%)
25.5 46.6 8.3 19.5 4.4 2.1

  1) 집단 수준의 편향성

 <표III-29> 채점자와 국면들 간의 편향 분석

    

 채점자 국면을 중심으로 수험자, 문항, 채점 준거에 대한 편향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과 채점자 간의 편향이 46.6%로 나타나 모형의 예측에서 벗어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0) 그 다음으로는 수험자와 채점자 간의 편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개별 채점자 수준의 편향성

  ① 수험자x채점자 편향

   t값이 ±2를 넘어가는 값을 나타내는 경우 모형의 예측에서 벗어난 경우로 모형

의 예측보다 관대한 경우는 양수, 엄격한 경우는 음수로 나타난다. 수험자의 숙달도

에 따른 채점자의 편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III-30>와 같다.

<표III-30> 수험자x채점자 편향 t검정 결과

20)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채점자들이 본 평가의 문항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문항과의 편
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평가에 사용된 문항은 면접관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그림을 사용하여 그림 속 사물이나 인물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고 같은 준거를 사용하여 채점하였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영향을 원인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채점자가 채점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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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2.09 -0.04 1.01 0.43 -2.24 -0.42 1.61
E7 -1.75 2.2 -2.79 -0.1 1.75 -0.94 -0.26
E8 -.97 -0.83 -0.82 -0.98 1.03 1.13 0.68
E9 -2.10 -0.03 -2.23 -0.76 3.92 -1.93 0.96
E10 -1.45 0.78 -1.12 0.1 0.94 -0.89 0.08
E11 2.21 1.99 2.41 -2.69 -1.67 -1.15 0.97
E12 -.31 0.43 2.48 -0.74 -0.21 -2 -0.07
E13 2.23 0.85 2.39 1.68 -2.74 -1.22 -0.51
E14 1.86 0.9 2.46 0.97 -3.59 2.28 -2.96
E15 -1.06 -0.98 -1.5 -0.36 1.39 1.46 0.25

R1 R2 R3 R4 R5 R6
문항1

(그림묘사)
2.72 0.08 0.68 -2.42 1.11 -2.06

문항2

(일과)
-3.63 -2.87 3.24 -2.39 4.4 1.18

문항3

(인과관계)
-2.84 0.11 1.62 3.94 -2.57 -0.32

문항4

(다른것)
2.64 1.45 -2.98 0.5 -1.13 -0.47

문항5

(이야기)
1.13 1.2 -2.43 0.35 -1.91 1.71

    편향 분석 결과, R2는 0로짓 이하의 낮은 숙달도를 가진 수험자(E1,E7,E9)에게 

모형의 예측보다 더 엄격하게 채점을 하였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E11,E13,E14)에게

는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한 채점을 한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R4의 경우는 낮은 숙

달도 수험자(E4,E9)에겐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높은 숙달도 수

험자(E2,E5,E6,E13,E14)에겐 모형의 예측보다 엄격한 채점 경향을 보였다. 

   ② 문항x채점자 편향

<표III-31> 문항x채점자 편향 t검정 결과

  

  t값이 ±2를 벗어나는 사례는 위의 <표III-31>와 같다. 문항 1번에서 R4와 R6은 모

형의 예측보다 엄격한 경향을 보였으며 R1은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문항 2번에서 

R3과 R5는 모형의 예측보다 좀 더 관대한 경향을 보인 반면에 R1,R2,R4는 모형의 

예측보다 더 엄격한 경향을 보였다. 문항 3번에서 R4는 관대한 경향을, R1과 R5는 

엄격한 경향을 보였다. 문항 4번에서 R1은 관대한 경향을 R3은 엄격한 경향을 보였

으며, 문항 5번에서는 R3과 R5가 엄격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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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문항x채점자 편향 t검정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채점자 교육에서 문항 폴더별로 채점을 진행하도록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문항 1번에서 5번까지의 순서대로 채점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채점자가 문항 1번에서는 t값이 ±2 안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였

으나 문항 2번에서는 대부분의 채점자가 모형의 예측을 벗어난 경향을 보였으며, 

문항 5번으로 갈수록 t값이 ±2를 벗어난 사례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채점자들이 채점이 거듭됨에 따라 점차 모형의 예측에 부합한 채점이 이루어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준거x채점자 편향

    채점 준거와 채점자 사이의 편향을 확인하면 t값이 ±2를 벗어나 상당히 관대

하게 채점한 사례는 R4의 상호작용 준거의 채점이었으며, 반대로 엄격하게 채점한 

사례는 R4의 언어 사용 준거 채점이었다. 준거x채점자 편향 사례 중 언어사용 준거

(2번)와 상호작용 준거(4번)의 편향 사례는 다음 <표III-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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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R2 R3 R4 R5 R6
준거1 0.11 -0.5 -0.91 -1.28 1.54 1.06
준거2 0.45 0.62 0.04 -2.35 0.44 0.85
준거3 0.52 0.54 1.9 -1.54 -0.67 -0.7
준거4 -1.06 -0.64 -1.02 5.21 -1.32 -1.19

<표III-32> 준거x채점자 편향 t검정 결과

  

  

[그림Ⅲ-5] 준거x채점자 편향 t검정

 본 연구에서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 엄격성, 집중경향성, 후광성, 수

험자 및 준거와 채점자의 상호작용(편향성)과 같은 채점 경향의 요인을 다음의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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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과정 탐구

 1. 채점자 채점 과정 및 인터뷰 분석

  1.1.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구어 프로토콜 분석

  점수 결정 과정은 채점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는 동

안 산출한 구어 프로토콜(verbal protocol analysis)을 분석하여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채점자가 내재한 채점 척

도를 알아보기 위해 채점자가 산출한 구어 프로토콜을 분석하거나(Brown, 2000), 프

로토콜 중 언급한 준거의 횟수를 비교하여 채점자가 가중을 둔 준거를 식별하거나

(Vaughan, 1991; Cumming et al., 2002; Cai, 2015), 설문지를 통해 채점자가 중요하

게 생각하는 준거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점자 유형을 범주화하거나(Eckes, 

2012), 프로토콜을 논증 절차에 따라 코딩하여 채점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이성

준, 2019). 선행연구의 코딩 체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Brown(2000)은 채점에 

사용된 준거를 기준으로 채점자의 논평(comment)21)을 단위로 코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점자들은 채점 준거 외에도 주관적인 준거를 언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코딩 체계를 설계하였다. Cai(2015)은 채점

자의 구어 프로토콜에서의 준거 언급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로 Brown(2000)과 

같이 논평(comments)를 한 단위로 하여 채점 준거인 ‘내용, 발음, 문법-어휘’를 

코딩 체계로 활용하였다. 이성준(2019)은 툴민의 논증 모형을 기반으로 ‘점수’,

‘근거’,‘가정’으로 대주제를 설정한 후, 각 대주제를 ‘전반적인 수행, 발음, 어

휘문법, 담화 구성’의 채점 준거로 세분화하고, 점수 결정을 고민하는 발화와 같이 

해당 체계에 분류될 수 없는 발화는‘기타’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채점자들은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수행을 듣고, 채점 준거를 근거로 점수를 부

여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구어 프로토콜에서 수험자의 수행과 채점 척도의 준거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또한 이를 고려하

여 수험자의 수행과 채점 준거를 기준으로 채점 과정을 코딩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원인을 추론을 하기도 하며, 교육 및 평

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수험자의 수행

을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채점자의 구어 프로토콜에서 드러

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 및 구어 프로토콜 코딩 체계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서는 다음 <표Ⅳ-1>와 같은 체계로 구어 프로토콜 자료의 코딩을 진행하였다. 

21) 사건(events)의 단일한 측면을 중심으로 한 발화를 의미하며, Brown(2000)에서는 중심 의견을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은 별도의 단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논평으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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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전반적 수행 

점수(S1)

언어 사용 

점수(S2)

내용 구성 

점수(S3)

상호작용 

점수(S4)

근

거

수험자 

수행
과제 수행(TP)

언어 사용 

수행(LP)

내용 구성 

수행(CP)

상호작용 

수행(IP)

채점 

준거

전반적인 

수행(과제) 

준거(TC)

언어 사용 

준거(LC)

내용 구성 

준거(CC)

상호작용 

준거(IC)

기타 채점자 주관적 근거(RB) 기타 요소(O)22)

순
코

딩

채점정보(#채점

자-문항-수험자

-채점전후)

채점 과정 보고 내용

#R04209 #R042091

IP 아홉씨. 공부요. 12씨. 시옷 발음이. 
LP 3시 피아노해요 
LC 단편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고 있네요 
IP 공부. 집에 가요. 놀아요.
IC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R042092
IC 억양 오류 의사소통 괜찮은 거 같아요.
O 4점에서 5점 중에 음.
IC 발음 괜찮고 억양 괜찮고
S4 그냥 5점 하겠습니다.

CC
내용 구성은 내용구성이라고 말할게 없었던 거 같아

요 단어 구 문장은 제한적으로
S3 2점이고

LC
언어 사용도 다양하지 않고 어 단어의 나열 이런 느

낌이고

RB
어 에 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거 

같아요 제한적이다
S2 그래서 2점

TC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 과제와 관련되서 제한적으

로 다루고 있다
TC 근데 뭐 이해는 가능하고

<표Ⅳ-1> 채점자 구어 프로토콜 코딩 체계

  각 코딩 체계별 구어 프로토콜 코딩의 예시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Ⅳ-2> 채점자 구어 프로토콜 코딩 체계 예시

22) 점수 결정을 고민한 발화나 점수 수정을 고려한 발화, 면접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 발화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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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씁 2점에서 3점
S1 3점 하겠습니다

분류 코드 구어 프로토콜 예시

점수

S1
“전반적으로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1점 주겠습니다 전체 점수도”

S2
“어휘 2점”

“어 어휘문법에 있어서 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S3
“문장 간의 연결 부분이, 4점 하겠습니다”

“응집성 2점”

S4
“발음이 명확하니까 4점 줘도 될 거 같습니다”

“상호작용 5점을 주고요”

근

거

수

행

TP

“시간 정확히 말하고”

“시간을 읽는 거는, 점심시간 또 12시 몇 분이라고 

시간을 잘못 읽기는 했지만”

“어 틀린 그림 찾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 사물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있고요 뭐가 없고요 또 뭐가 달라진 

것을 여러 가지”

LP

“ 어 우유가 있어요, 필통가 있어요, 이런 형, 이 사람의 

의자가 위에 있어요”

“과거형 어 가고 있어요, 갔어요, 난 피아노 쳐요, 치오”

“숙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유를 개수를 개라고 

하지 않고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P
“응집성은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연결을, 어, 고로 했지요”

IP

“선생님이 재촉하셨는데도 또 망설이고 있어요”

“그 끝나고 무엇을 한다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묻고”

준

거

TC

“과제와 관련된 응답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될 거 

같아요”

“전반적인 수행능력은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반 정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LC

“이 학생의 경우 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선택해서 어 효과를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문법 선택에 있어서 조사 사용이 좀 약간 좀 다른 

  각 코드별 구어 프로토콜 예시는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코드별 구어 프로토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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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CC
“문장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였습니다”

“응집성은 단어 구 수준이었고요”

IC

“발음이 명확하고 억양이 자연스럽습니다”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발음이 명확하고 망설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RB

“상호작용 측면이나 이런 가능성 측면에서 이 친구는 

상당히 발전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뭐 목소리가 좀 작고 하긴 한데”

“조금 그래도 예후는 좋은 학생 같아요”

“ 이 학생은 일단 어휘가, 다 뭐, 어휘나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이 이런 것들이 일상회화가 다 가능할 수 있을거 

같아요”

“ 학생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대답을 적절하게 

표현해내질 못한 거 같아요”

“재미있게 발화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호작용 부분이 좋게 보여서”

O

“2점에서 3점”

“4점에서 5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부분들에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봅시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다른 거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1.2.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인터뷰 분석

  본 연구의 KSL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는 수험자의 발화를 들으며 점수를 부여

하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어 프로토콜

에서 채점자의 생각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점 이후에는 

개별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반구조화 인터뷰

(semi-construct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Ⅱ장 3.2에서 살펴본‘채점자의 점수 결

정 과정’이론을 통해 채점자의 엄격성, 채점자와 수험자, 문항, 채점 준거 등 여러 

측면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채점 척도 범주의 이해 사용의 차이, 채점자가 주목하는 

수행의 특성, 채점 준거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점수 결정 과정

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Eckes, 2010:71; Van Moere, 2014:1365), 채점자의 

정신적 채점 척도와 채점자가 표상한 수험자 수행,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

험이나 정보, 과거에 채점한 수행의 속성 등이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Bejar, 2012:5). 채점자의 엄격성과 수험자, 문항, 준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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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I
주제 인터뷰 내용

한국어 

교육경험

(KE)

KSL 

교육 

경험

(KSL)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온지, 한국에 온지 얼

마 안 된 학생들이예요 거의 다. 그래서 처음에 한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중국 선생님하고 아주 

기초를 하면서 저랑 같이 해요. 다른 반에서 다문화 예비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 선생님하고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

한테 중국어로 설명 좀 들어가면서 저랑 좀 인제 생활 필

요한 것 위주로 했어요(#RO2IKEKSL)
성인 

대상

(A)

KSL보다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R02IKEA)

KSL 학습자 낮은 낮은 숙달도, 문장 구성이 안 되죠. 말을 하는데 그냥 단

주제 질문 내용

1 채점자의 교육 경험
현재 교육하고 있는 KSL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2
수험자 수행 표상 및 

정신적 채점 척도

KSL 학습자의 숙달도별 수행의 특징은 무엇입니

까?

3 채점 준거의 정의
KSL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채점 준거)’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채점 수행 시 난점
KSL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이 어려웠던 부분은 무

엇입니까?

상호작용은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

서 주목한 수행의 특성과 준거의 적용 방식은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채점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의 이전 경험과 채점자가 내재한 정신적 채점 

척도, 수험자 수행에 대한 표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터뷰는 다음 <표Ⅳ

-4>의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채점자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변

형하여 제시하였다. 채점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도록 질문 외

의 개입은 최소화하였다.

<표Ⅳ-4> 인터뷰 질문 내용

  채점자의 발화는 녹음 및 전사되었으며, 인터뷰 질문 구성과 동일하게 KSL 교육

경험, KSL 학습자의 숙달도별 수행의 특징, 채점 준거의 정의, 채점 시 난점으로 구

분하여 코딩하였다. 인터뷰 분석의 예는 다음 <표Ⅳ-5>와 같다.

<표Ⅳ-5> 인터뷰 분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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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별 

수행의 특징

(PP)

숙달도

(L)

어만 나열한다거나, 이거저거 단어를 몰라서 이런 형태로 

한다던가,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 그니

까 문법 사용에 전혀 안되고 그런거 아닐까요(#R02IPPL)

높은 

숙달도

(H)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응집성도 좋고, 그담에 발음 

억양 그런 것들 다 정확하게 표현한다, 원어민에 가깝게 

표현한다 그럴 때 전반적으로 아 이 아이가 좀 숙달도가 

높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림을 보면서 그 응집성에 있

어서 좀 내용구성이 그 산만하지 않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 숙달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R02IPPH)

채점 준거의 

정의(CD)

내용

구성

(CC)

근데 사실 아이가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이 그리고 그 인

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내용구성을 해서 대답

을 하는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게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애요 학생들이(#R02ICDCC)

상호

작용

(IC)

저는 상호작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건데 그 부분하고 질문, 화자에 

대한 대답,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거와(#R02CDIC)

채점 시 

난점(RD)

상호

작용

(IC)

그리고 상호작용은 그래도 인제 평가하기가 괜찮았던거 

같은데. 아 그리고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호작용에 있

어서 그 억양 망설임 발음 이런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

걸 가지고 1,2,3,4,5 점수를 주는게, 조금 애매했어요. 일

단은 다른것보다도 억양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점수 주기가 

애매했어요. 억양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달라서 이거를 

평가해 내는게 좀 쉽지 않더라구요(#R02RDIC)
많아요. 좀 많았는데 어떤 경우 이제 저는 이 상호작용에 

이 발음하고 억양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R02RDIC)
또는 이제 발음은 명확해요 발음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이 학생은 5점

을 줘야 돼 2점을 줘야 돼 막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R02RDIC)

응집성

(CC)

그, 그, 응집성? 응집성. 네. 왜냐하면 그거를 아 응집성에

서 얘가 이 인제 아이가 말한 걸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응집성 있게 표현해서 한다 라는 그걸 좀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R02RDCC)

기타 그게 인제 아이들이 모르면 아무 대답을 안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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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준거 척도

더 엄격 더 관대
상호작용(편향)

후광성 집중경향성
더 엄격 더 관대

R2

(E1,E7,E9)

R2

(E11,E13,

E14)

R4

(언어

사용)

R4

(상호작용)
R5

R6

(2점)

R1

(3점)
R4(E2,E5,E6,

E13,E14)
R4(E4,E9)

(O)

리고 그 아이들의 성격도 있는 거 같애요. 못하지만 적극

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인제 완벽하지 않으

면 대답을 안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런거에서 아이

가 수준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아이가 표현을 

안 해내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선생님이 이것 저것 유도하

면 나오는 걸 보면 내용은 괜찮은, 그런 경우가 이 아이

들 어디에다가 점수를 줘야 되나 싶은 그런 고민이 있었

어요(#R02RDO)

  2. KSL 말하기 평가 채점 과정 및 채점자 인터뷰 분석 결과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수험자 숙달도에 따른 엄격성(편향성), 준거에 따른 

편향성 및 후광성, 집중경향성과 같은 채점 경향이 보인 사례를 추출하여 채점 과

정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채점 과정 분석 대상이 되는 채점 사례는 다음 <표

Ⅳ-6>와 같다.

<표Ⅳ-6> 채점 과정 분석 대상 

  

   2.1. 채점 준거 인식에 따른 엄격성(편향성)

 

   (1)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 대한 엄격성(R2)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에서 채점자 R2는 0 로짓 이하의 낮은 숙달도 수험자(E1, 

E7, E9)의 채점에서 모형의 예측보다 더 엄격하였으며, 0 로짓 이상의 높은 숙달도 

수험자(E2, E5, E6, E13, E14)에게 관대하였다. 채점 과정을 살펴보면 R2는 낮은 숙

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점수(S4) 결정에서 내용 구성 준거(CC)를 근거로 낮은 점수

를 부여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준거(IC)와 내용 구성 준거(CC)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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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201 #R022012

S4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2점을 주겠습니다.
IC 왜냐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이해, 이해는 하고 있어요 

IC 그렇지만 망설임의 시간이 너무 길고

IC 발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IC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CP 달랑 12시, 점심 먹어요. 점심 먹어. 이런 형태로 3시, 피아노 하다. 

CC 이런 단답형의 대답을 하고 있어서

IC
상호작용은 그래도 선생님의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

고 있어서 

S4 2점이라고 하겠습니다
#R02204 #R022042

IC
그리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학생이 선생님의 질문은 이해는 했지

만

IC 이거에 대해서 망설임의 시간이 길고
IC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C
문장으로 대답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어로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서
S4 상호작용도 1점이라고 합니다
#R02209 #R022092

S4 그담에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2점입니다.

IC 음 억양이 좀 부자연스럽고 

IC 망설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CC 그리고 어 선생님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하고 있어서 
S4 어 2점입니다.

상호작용
E1 E4 E9

문항2 2.3 1.8 3.2

께 언급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E1, E9 외에도 낮은 숙달도 수

험자 E4(-1.3 로짓)의 상호작용 점수(S4) 결정 과정에서 단답형 대답, 즉 내용 구성 

준거(CC)를 언급하며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채

점 과정은 다음의 <표Ⅳ-8>와 같다.

<표Ⅳ-7> 상호작용 준거에서의 평균 점수(E1,E4,E9)

 

<표Ⅳ-8> 낮은 숙달도 수험자 채점 과정 사례(R2)

  위의 사례 외에도 채점자 R2는 상호작용 점수(S4) 결정에서 내용 구성 준거(CC)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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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211 #R022112
S3 그 다음에 응집성에 있어서도 5점입니다

CC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럽고 

IC 주저함이 없습니다

CC 내용 구성이 적절하여 

S3 5점입니다
#R02113 #R021132

S1
이 학생의 전체적인 한국어 수준은, 전체적인 언어 수준은 5점이

라고 하겠습니다

IC 그 응답할 때 의미에 영향을, 실수가 거의 없고 응답에 실수가 

E11 E13 E14
내용 구성 전반적인 수행 내용 구성

문항1 4.3
문항2 4.7
문항5 4

#R02304 #R023042

S4 그리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2점입니다

IC 교사의 질문을 그래도 이해하고 여기에 대답을 보이려고 하나
IC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IC 억양이 부자연스럽고

CC
그담에 단답형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길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S4 어 의사소통에서 2점이라고 하겠습니다
#R02309 #R023092

S4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1점입니다

IC 이 학생은 대부분의 질문과 관련해서 어 다른 반응을 하고 있고

CP 몰라요 라고 하든가 아파요, 놀아요 라는 단답형의 대답을 하고
IC 교사의 질문에 적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4 그래서 1점이고

<표Ⅳ-9> 상호작용 준거 채점 과정(R2)

  반면에 R2는 0 로짓 이상의 높은 숙달도 수험자 수행의 채점에서 내용 구성 준거

의 점수(S3) 결정에 대한 근거로 상호작용 준거(IC)를 언급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하

거나, 전반적인 수행의 점수(S1) 결정에 대한 근거로 상호작용 준거(IC)와 내용 구성 

준거(CC)를 함께 언급하며 가장 높은 점수(5점)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Ⅳ-10> 준거별 평균 점수(E11,E13,E14)

 

<표Ⅳ-11> 높은 숙달도 수험자 채점 과정 사례(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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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CC 그리고 어, 그 상호작용,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성하고

IC 상호작용이 가능하,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CC 그리고 문장 간의 연결도 응집성 있게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S1 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R02514 #R025142
S3 그담에 응집성에 있어서도 5점입니다.

IP
학생이 그림을 보면서 어, 어, 적절하게 설명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고

CP

문장 간에 그리고 처음에,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내용 구성을 하고 있어서 문장 간의 연

결이 매끄럽고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S3 그래서 5점이고

  

  R2가 보이는 숙달도에 따른 상반된 엄격성의 원인과 채점자의 준거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 ‘문장 구성’,‘문장의 마무리’, 

‘응집성’,‘내용구성’등의 언급을 통해 R2는 내용 구성 준거(CC)를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전반적인 숙달도를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 준거

(IC)의 요소 중 ‘응답의 적절성’ 요소에 좀 더 집중하였으며,‘질문에 대해서 적

절한 내용구성’이라는 언급을 통해 내용 구성 준거(CC)와 상호작용 준거(IC)를 서

로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숙달도, 문장 구성이 안 되죠. 말을 하는데 그냥 단어만 나열한다거나, 이

거저거. 단어를 잘 몰라서 이런 형태로 한다던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R02IPPH)

“그림을 보면서 그 응집성에 있어서 좀 내용구성이 그 산만하지 않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 숙달도가 높다고 생각해요”(#R02IPPH)

   “아 그리고 발음하고 억양뿐이 아니라 저는 상호작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적절

한 대답을 해줘야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건데 그 부분하고 질문, 화자에 대한 

대답,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거와”(#R02ICDIC)

“근데 사실 아이가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이 그리고 그 인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내용구성을 해서 대답을 하는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를 이렇게 하는게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애요 학생들이”(#R02ICDCC)

 

  채점 과정에서 R2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점수(S4)를 결정할 때 내용 

구성 준거(CC)를 언급하며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다국면라쉬모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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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모형의 예측보다 엄격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R2는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내용 구성 점수(S3) 결정에서 상호작용 준거

(IC)를 언급하고, 전반적인 수행 점수(S1) 결정에서 내용 구성 준거(CC)와 상호작용 

준거(IC)를 함께 언급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높은 숙달도 수험자

에게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를 통해 R2는 내용 구성 준거(CC)를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

하였으며, 내용 구성 준거(CC)와 상호작용 준거(IC)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2는 내용 구성 준거를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했

기 때문에 수험자의 수행 중 내용 구성과 관련된 수행에 좀 더 집중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채점자가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수행 중 단순한 단어나 구 수준의 발화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다른 준거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는 낮은 숙달

도 수험자의 수행에 대해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문장 구성

과 문장 간의 연결이 가능한 수험자는 높은 숙달도 수험자로 판단하였을 것이며, 

수험자의 응답이 질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한 점수를 부여했

을 가능성이 있다. 

  R2는 인터뷰에서 KSL 학습자가 응집성 있는 표현이 어려울 것이라 답하였으나 

실제 채점에서는 KSL 학습자 수행을 내용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R2는 KSL 학습자 교육 경험보다 성인 학습자 교육 경험이 더 많은 채점자로 

교육 경험으로 인해 KSL 학습자의 언어 수행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숙달도를 판

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정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령기 언어 학습자의 발

화는 성인 학습자의 발화에 비해 분절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Wolf&Bulter, 2017), 

채점자가 내용 구성 준거의 수행에 판단 기준이 높고 해당 준거에 대한 인상이 다

른 준거의 채점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얘가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응집성 있게 표현해내서 한다라는 그걸 좀 평

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R02IRDCC) 

“근데 사실 아이가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이 그리고 그 인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내용구성을 해서 대답을 하는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를 이렇게 하는게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애요 학생들이”(#R02ICDCC)

“KSL 보다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R02IKEA) 

  (2)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 대한 엄격성(R4)

    R4는 R2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채점자로 상호작용(편향) 분석에서 낮은 숙

달도 수험자(E4, E7, E9)에게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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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104 #R041042

IC
억양이 약간 부자연스러웠는데 뭐 오류가 의사, 의사소통이나 이

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IC 질문에는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S4 상호작용면에서는 4점, 하겠습니다
#R04204 #R042042

IP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일거 같은데 아이가 그 이후에는 다시 두 

개를 같이 시간 말하고 행동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IC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은 했다고 봐도 될 거 같고

S4 3점 
#R04107 #R041072

o
그러면 혹시 다른 부분들에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다시 봅니다
LP 음, 무엇이 보여요 했을 때 단어를 나열했고, 다양하지 않았고

IC 음 적절하게 반응했고, 

S4 어 그러면 상호작용을 3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R04209 #R042091

IC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R042092

IC 억양 오류 의사소통 괜찮은 거 같아요.

o 4점에서 5점 중에,

IC 음. 발음 괜찮고

IC 억양 괜찮고

S4 그냥 5점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E4 E7 E9

문항1 3.3 2.6
문항2 1.8 3.2

(E2,E5,E6,E13,E14)에게 엄격하였다. R4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점수(S4) 

결정 과정에서 수험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

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내용 구성 점수(S3) 결정에서‘문장 간의 연결’을 고

려하거나 언어 사용 점수(S2)에서‘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평균보다 낮

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준거x채점자 상호작용(편향) 분석에

서 R4는 상호작용 준거에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하고, 언어 사용 준거에 엄격한 경

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표Ⅳ-12> 상호작용 준거 평균 점수(E4, E7, E9)

<표Ⅳ-13> 낮은 숙달도 수험자 채점 과정 사례(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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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505 #R045052

CC

그리고 내용 구성은 뭔가 연결, 이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

에 연결, 하는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아이들을 많이 사용해야 될 

거 같은데

CP
그런 것들이 안 나왔고 그냥 문장을 약간 나열하는 식에 그쳤던거 

같아요
S3 그래서 어 3점
#R04214 #R042142
O 이 내용구성이 참 어렵네요
CC 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요
S3 2점
#R04213 #R042132
TC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IC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고,
CC 이해는 가능한 수준의 문장연결을 하고 있다 
S3 그래서 3점,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 
E2 E5 E13 E14

문항2 3.3 3.8 4.6
문항5 4.2

  R4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점수(S4) 결정 과정에서‘질문에 대한 반응 

여부’를 고려하여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의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로‘적절한 반응’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R4는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내용 구성 준거 점수(S3) 결정 과정에서‘문장의 나열’,‘제한적인 내용 구성’등

을 근거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음 <표Ⅳ-15>는 R4가 다른 채점자

들에 비해 내용 구성 점수를 엄격하게 채점한 사례다. 

<표Ⅳ-14> 내용 구성 준거 평균 점수(E2, E5, E13, E14)

<표Ⅳ-15> 높은 숙달도 수험자 채점 과정 사례(R4)

  수험자 E6은 5번 문항의 내용 구성 준거에서 평균 4.2점을 받았으나 R4로부터 평

균 점수보다 1.2점이 낮은 3점을 받았다. 평균에 가까운 4점을 부여한 R6의 채점 

과정과 R4의 채점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Ⅳ-16>와 같다. R6은 채점 기준(CC)에 

대한 언급과 함께 수험자의 수행(CP)을 고려하여 점수를 결정하였지만, R4는 내용 

구성 점수(S3) 결정 과정에서 수험자의 수행(CP)에 대한 언급 없이 주관적인 인상을 

근거로(예:‘내용 구성은 뭐 긴밀하게 연결한 거 같지는 않지만’) 점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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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506 #R045062
IC 질문에 적절히 대답을 했지만 망설임이 좀 보여서
IP 그리고 억양이 쪼금 어 네, 한국 억양으로서 어색함이 보여서
S4 3점을, 예 4점을 줍니다
S4 아니 상호작용은 4점
CC 그리고 내용 구성은 뭐 긴밀하게 연결한 거 같지는 않지만  
CC 문장 수준의 발화는 가능해서
S3 3점이고

LC
언어 사용에 좀 비교적 다양한 어 어휘하고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LC 오류는 당연히, 당연히 아니고, 오류는 보이고
LP 조사 오류 이런 것들이 보여요
LC 하지만 음, 그렇게 또 다양하냐고 생각해봤을땐, 음, 다양하게
LC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LC 어, 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하게 사용한다
LC 다양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TP 네 그리고 전반적인 수행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게는 했는데
S2 뭔가, 아, 그럼 다양성에서 이 언어 사용에서 3점으로 줄이구요
TC 전반적인 수행에서 적절히 수행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S1 그래서 4점
#R06506 #R065062

CP 2번, 3번, 4번의 그림을 한 문장 씩으로 설명을 잘 해줬고요. 

CP
문장 간의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2번은, 3번은, 4번은, 이

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TC
전반적으로 응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과제 적절하게 잘 수행한 

것으로 보여서
S1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LC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했고요
LC 의미 표현 효과적으로 했고

LP
가족이란 단어, 먼저 먹고 싶었던거, 언어 사용 적절하게 사용한 

거 같아요
S2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CC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문장 구성 잘 했고요

CC
문장 수준 이상의 뭐 긴 발화 가능했고 의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S3 내용 구성도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IC 상호작용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 잘했고

IC 발음이나 억양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 있었지만 의사소통이나 이

는 특징을 보인다. 

<표Ⅳ-16> 채점 과정 비교 분석(R4와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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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서
S4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4506 #R045062

LC
언어 사용에 좀 비교적 다양한 어 어휘하고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LC 오류는 당연히, 당연히 아니고, 오류는 보이고
LP 조사 오류 이런 것들이 보여요
LC 하지만 음, 그렇게 또 다양하냐고 생각해 봤을땐, 음, 다양하게
LC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LC 어, 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하게 사용한다
LC 다양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TP 네 그리고 전반적인 수행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게는 했는데
S2 뭔가, 아, 그럼 다양성에서 이 언어 사용에서 3점으로 줄이구요
TC 전반적인 수행에서 적절히 수행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S1 그래서 4점

 

  R4는 내용 구성 점수(S3) 결정 과정 외에도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언어 사용 점

수(S2) 결정에서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LC)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항 5번에서 E6의 언어 사용 준거 점수의 평균은 

4.2점으로 R4는 해당 수험자에게 평균 점수보다 1.2점이 낮은 3점을 부여하였다. 

<표Ⅳ-17> R4의 채점 과정(E06)

 

  R4의 언어 사용 준거에 대한 엄격성은 준거x채점자 상호작용(편향) 분석 결과(t값

=-2)(<표III-32> 참고)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탈모형 사례(<표III-25> 참고)에서도 높

은 숙달도 수험자 E13, E14의 언어 사용 준거 점수를 모형의 기대점수보다 낮게 부

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번에서 E12가 받은 언어사용 준거의 평균 점수

는 4점이었으며, 문항 1번에서 E14가 받은 언어 사용 준거의 평균 점수는 3.8점으로 

R4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2점)를 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채점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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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213 #R042132
LP 그리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몇 시에 뭐해요, 몇 시에 뭐해요 
LC 단순하고요
LC 어 문법이 제한적이었죠
LC 새로운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S2 2점
TC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IC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고
CC 이해는 가능한 수준의 문장 연결을 하고 있다
S1 그래서 3점 하겠습니다.
#R04114 #R041142
LC 먼저 좀 다양한 어휘를 말을 한 거 같기는 해요 제한은 좀 있지만
LC 근데 문법 사용이 조금 아쉬워요
LC 어휘는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문법이, 문법이 너무 없었어요
S2 점수 2점 하겠습니다

#R06213 #R062132

LC
그리고 언어 사용은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어휘와 알맞은 

문법을 사용을 했고요
IC 의미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S2 언어사용은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3114 #R031142
CC 그리고 어휘와 문법 같은 경우도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IC 근데 어휘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S2 그래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Ⅳ-18> 언어 사용 준거 채점 과정 사례(R4)

  E13과 E14의 언어 사용 준거의 평균 점수(각 3.8점, 4점)와 가장 근사하게 점수를 

부여한 R6과 R3의 채점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Ⅳ-19> 언어 사용 준거 채점 과정 사례(R3,R6)

  R6은 문법과 어휘의 다양성보다는 적합성을 근거로 언어 사용의 점수를 결정했으

며, R3은 문장 구성보다는 어휘 사용을 근거로 언어 사용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R4는 어휘보다는 문법에 집중하였으며, 문법 사용의 다양성을 근거

로 언어 사용 점수를 결정하였다. 

  R4의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과 숙달도 판단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분석

하였다. R4는 적극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반응 여부를 기준으로 KSL 학습

자의 숙달도를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는 반응과 더

불어 내용의 짜임새 즉, ‘내용 구성 준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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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답하였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뭔가 언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

어적인게 좀, 내가 뭔가 물어봤을 때 아 그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응, 그냥 뭐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

하지만 어 소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했던 거 같아

요”(#R04IPPL)

“답이 나오지 않거나 휴지가 길면, 초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정확하다기보

다는 그니까 이 학생이 어떤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면 저는 아 이 학생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거나 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R04IPPL)

“조금 더 이거는 개인의 능력, 언어 능력차인거 같긴 한데 모국어로도 어 뭔가 

짜임새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외

국어도 약간 그런 기는 한데 좀 고급인 애들은 이제 볼 때 그런 양상이라기보다 

제 채점 기준이 뭔가 짜임새 있게 첫째, 둘째, 셋째 라던지 그런 표지를 사용하

는 아이들한테 점수를 좀 더 줬던거 같애요”(#R04IPPH)

 또한 상호작용 준거 중 ‘반응’의 속도와 적극성을 기준으로 고급 학습자로 판단

하였으나 수험자의 발화가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거나 문장 수준의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고 답하였다. 

“고급 아이들은 제 말에 바로 호응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낌을 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문법적 정확도나 뭔가 전체 문장을 말하

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 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부분, 또 점수를 깎고, 

뭐 그런 식으로”(#R04IPPH)

  

  인터뷰를 통해 R4는 KSL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R4의 교육 및 평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SL 학습자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숙달도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이 있다고 

한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R4는 교육 경험을 통해 다양한 숙달도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수준이 약간 천차만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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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중에는 유창하게 말을 하지만 쓰기는 다 틀리는 학생도 있었고, 어 6학년 

학생 중에는 쓰기 뭐 이런 거는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데 말은 잘 못하는, 유창하

게 막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중략) 제 생각에는 초급부터 중고급

까지 다양했다고 생각해요”(#R04IKEKSL)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추가적인 기준을 부여한 것은 R4의 이전 평가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인 대상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학습자의 숙달

도에 따라 반이 구분되고, 수준별로 성취도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 

기대하는 성취 수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따라서 채점자의 이전 경험으로 인해 숙달

도 평가의 상황에서 성취도 평가의 방식으로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제가 뭔가 기관에 속해 있다 보면 이 학생이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가 

일단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성취도라든지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략) 

성취도가 아닌거라서 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 학생

들이 어떤 애들인지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수를 이렇게 줘야하는”(#R04RDO).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점 경향 분석에서 R4는 숙달도에 따른 편향을 보였

으며, 채점자x준거 편향 분석에서 상호작용 준거에 대한 관대함과 언어 사용 준거

에 대한 엄격함을 보였다. 실제 채점 과정에서 R4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

용 점수(S4) 결정 과정에서 수험자의‘반응’을 고려하여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점

수를 부여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내용 구성 점수(S3) 결정 과정에서 문장 간의 

연결을 고려하거나 언어 사용 점수(S2)에서 어휘보다는 문법에 집중하여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준거는 어휘와 문법의 적절성

과 다양성과 관련이 있으며, 수험자 발화에서 어휘 사용과 문법 사용 중 어느 요소

에 더 집중하는지에 따라 엄격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R4는 언어 사용 

준거의 점수 결정에서 어휘보다는 문법 사용에 집중하여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를 통해 R4는‘반응’을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하며, 수험자의 반응 여부를 통해 높은 숙달도 학습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내용 

구성과 함께 문법적 정확성과 문장의 구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

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R4가 성인 대상 한국어교육 기관에 근무한 경험

으로 인해 성취도 평가에 익숙하여 본 연구의 숙달도 평가에서 성취도 평가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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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104 #R061042

CC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제대로 된 문장 구성으로 아직 어려운 

거 같아요

TP
개수를 세는 거에 있어서 숫자 개념이나 숫자를 우리말로 표현하

는 거 두 개의 우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TC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CP 책을 읽어요, 우유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

CC
적어도 제대로 된 문장은 아니지만 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C 전반적인 수행 능력은 선생님의 질문을 이해했고
TC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어서 
S1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LC
그리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의미를 표현하는 건 있지만 제한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S2 그래서 이 친구도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CC 응집성에 있어서는 어 제한적으로 문장 수준의 발화가 나타났고
CC 단어 구 수준의 발화가 반복된 걸로 판단되어서
S3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IC 상호작용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을 했고

내용 구성

E4 E12 E13

문항1 3 2.7 4

적용하여 보인 경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R4가 교육 및 평가 경험을 통해 

내재한 KSL 학습자 숙달도 판단 기준과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이 점수 결정 과정

에 영향을 주어 수험자 숙달도에 따른 엄격성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특정 준거에서의 엄격성(R6의 사례)

   R6은 적합도 1 미만의 과적합 경향을 보였으며, 내용 구성 준거의 2점 척도의 

한계치가 넓고, 2점 척도의 사용에서 부적합 양상을 보여 2점에 대한 집중경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R6은 1번 문항의 내용 구성 준거 채점에서 E4와 E12, E13에게 2

점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수험자가 받은 해당 문항에서 받은 내용 구성 준거 점수

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다. 구체적인 채점 과정은 다음 <표Ⅳ-21>와 같다. 

<표Ⅳ-20> 내용 구성 준거 평균 점수(E4,E12,E13)

<표Ⅳ-21> 내용 구성 준거 채점 과정(R6)



- 100 -

IC 발음이나 억양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S4 그래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61122

IP
어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중간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

답을 했어요

CP
그렇지만 처음에는 거의 단어로 교실 안에 보이는 물건들의 이름

을 불러주었고요

IP
선생님이 콕 찍어서 이 친구는 뭘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공부하

고 이어요
CP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공 단어로 이야기를 했고

CP
그럼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이야기 

하고 있어요 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CC 그래서 전체적인 대답은 단어와 구 수준의 형식이었구요

TC
전반적인 수행능력은 선생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었어요

CC
그렇지만 이게 문장으로 나오지 않았고 단어 구 수준의 발화가 반

복되었기 때문에
S1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LC 언어사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어휘였고

LC 그리고 문법을 사용하진 않았죠

LP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S2 어 이것도 2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CC
그리고 단어 구 수준의 발화였고 제한적으로 문장 수준의 발화가 

나타난 걸로 봐서
S3 내용 구성도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IC 선생님의 질문에는 적절하게 반응을 했고
IC 그래도 망설임이 많지는 않았어요

CP
그치만 선생님이 나중에 이 친구는 뭐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

어요 또 라고 했더니 공 을 대답을 했어요
S4 그래서 어,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6113 #R061132

TC
어 전반적인 수행능력은 어 거의 응답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과제

를 적절히 수행했고
LC 언어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오류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IC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S1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CC
언어 사용에 있어서 완벽한 문장으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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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그래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어휘와 문법 선택을 했고 의미

를 표현했어요
LC 근데 단어는 정말 많이 찾아낼 수, 되고 있네요
S2 그래서 이 친구는 언어 사용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C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단어 구 수준의 발화였기 때문에
S3 이것도 2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IC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표현이었고
IC 발음도 명확했고
IC 억양도 자연스러운 편이었어요
S4 그래서 상호작용은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4113 #R041132

RB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이런 구성력이 한국어 수준이 한국어를 못한

다기 보다 자기 모국어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네요

CC 하지만 어, 조금 아쉽지만 문장 간의 연결이라든지

CC 문장 수준으로는 잘 말을 하고 있지요

O 3점이나 4점에서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CC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S3 그럼 4점

   E4의 채점 과정에서‘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제대로 된 문장 구성으로 아직 

어려운 거 같아요’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R6은 채점 과정에서 수

험자의 문장 구성 관련 수행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6은 E13의 언어 사

용 점수(S2) 과정에서 문장 구성 여부(CC)를 판단한 후 낮은 점수(2점)를 부여하고, 

내용 구성 준거 점수(S3) 또한 2점을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LC-LC-S2-CC-S3).23) E13이 문항 1번에서 받은 평균 점수(4점)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R4의 내용 구성 준거 채점 과정은 다음 <표Ⅳ-22>와 같다. R6의 판단과는 

다르게 R4는 수험자 E13이 문장 수준의 발화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었다. 

<표Ⅳ-22> 내용 구성 준거 채점 과정(R4)

  다른 채점 과정에서도 R6의 문장 구성 수행에 대한 판단이 다른 준거의 채점 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채점자 R6은 E9와 E15의 상호작용 

23) R06는 E13의 채점에서 언어 사용 점수(S2)와 내용 구성 점수(S3)에 모두 2점을 부여했으며, 두 사례 모두 모
형의 예측보다 엄격하게 채점한 탈모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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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509 #R065092
CC 어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기는 아직 어려운 수준인 것 같구요
TC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CC 그리고 단어 구 수준의 발화였기 때문에
S1 전반적인 수행 점수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LC 그리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 문법이 되게 제한적이었죠
LC 단순한 어휘였구요
S2 그래서 언어 사용도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CC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단어 구 수준의 발화가 계속 반복되었고
CC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S3 내용 구성도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IP
상호작용은 어,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알았어요 어, 끝날 때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상호작용은 좀 잘 하는 거 같지만
CC 단어나 문장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IC 망설임 시간도 길었구요
S4 그래서 상호작용도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R06215 #R062152
CC 응집성은 단어 구 수준이었고요
CC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S3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IC 상호작용에 있어서 망설임이 시간이 길었고

IP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끝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

겠어서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묻고
CP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성향이 보여요
S4 그래서 상호작용도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수(S4) 결정 과정에서 내용 구성 준거(CC)와 수행(CP)을 언급하며 점수를 부여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Ⅳ-23> R6 채점 과정(E9,E15)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R6은 수험자의 수행 중 ‘문장 구성’과 관련된 수행에 집

중하였으며, 수험자의 수행이 R6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채점자들보다 

내용 구성 준거에 낮은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 준거의 

점수 결정에서도 내용 구성 준거(CC)와 수행(CP)을 언급하며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R6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확인하였다. R6은 상호작용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하며, 상호작용의 적극성은 학습자가 산출한 

‘발화의 양(길이)’로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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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숙달도 학습자는) 일단 입을 다물거나, 단답형이거나 그냥 고갯짓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왜 낱말 따라하라고 했을 때 따라하는 정도만, 그니까 

일단 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들이요”(#R06IPPL).

“(높은 숙달도 학습자는) 그 담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있어서 왜 선생님이 하

라는 대답 말고도 가끔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어떻게든 할려고 하는 아

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발화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거 

같애요”(#R06IPPH).

  R6은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발화의 양(길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수행 중 문장의 구성과 문장 간의 연결과 같은 내용 구성 

준거 수행(CP)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채점자의 인상이 내용 구성 점수와 다른 준거

의 점수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엄격한 점수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자가 내재한 숙달도 판단 기

준으로 인해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R6은 수험자의 수행에서 문장의 구성과 연결

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인상이 엄격한 점수 결정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R6이 내재한 KSL 학습자 숙달도 판단 기준(내용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R2 또한 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서 활용하였으며, 내용 구

성 준거 수행에 대한 인상이 다른 준거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낮은 숙달도 수험자

의 수행의 판단에서 엄격함을 보였다. 둘째, 준거의 적용 방식에 따라 숙달도에 따

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R2와 R4는‘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숙달도에 따라 서로 상반된 엄격성을 보였다. R2의 채

점 사례와 같이‘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판단이 다른 준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높은 숙달도 수험

자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R4의 경우는 높은 숙달도 수험

자에게만 추가적으로 내용 구성 준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수행이 R4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하향 조정하여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졌다. 셋째, 한 준거 안에서 집중하는 요소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작용 준거 중 ‘질문에 대한 반응’ 요소에 집중하는 경우는 R4의 사례와 같이 

반응 여부만으로 관대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사용 준거 중 ‘어휘’

보다 ‘문법’에 집중하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휘

와 문법의 적합성’보다‘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에 집중하고 다양성에 대한 채점

자의 내적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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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408 #R014081
O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다른 거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LP 네. 여기 없어. 다음은 여기 여기. 
LP 다 여기로 대답하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LP 이거 이거 안 똑같애. 안 똑같애. 이거 공.
O 똑같은 건 뭐가 있어?
LP 이거. 이거. 바위 똑같애.

#R014082

IC
질문자의 의도를 엄청 잘 파악하고 빠르게 응답하는 그런 거에서 

상호작용이라든가
IC 발음도 어쨌든 또박또박 내는 경향이 있고 해서
RB 나중에 좀 예후가 좋은 학생이지 않을까 싶네요

LP
그런데 일단 나타난 어휘나 문법 자체가 여기 있어 없어 이거 이

거 뭐 이런 안 똑같애 
LC 근데 이 부정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면에서는
S3 응집성도 3점 이상 주고 싶어요
LC 그랬고 근데 나타난 어휘 자체가 없기 때문에
S1 전반적인 점수 3점
S2,S3,S4 어휘 응집성 상호작용 다 3점 주고
RB 그 예후가 되게 좋은 학생일 것 같아요

   2.2. 주관적 준거의 적용으로 인한 집중경향성

    R1은 6명의 채점자 중 가장 관대한 경향을 보인 채점자로 3점을 가장 높은 비

율로 사용하였으며, 3점 척도의 외적합도 또한 .6으로 과적합 양상을 보였다. R1이 

3점을 집중적으로 부여한 수험자들은 –2 로짓에서 –1 로짓 사이에 위치한 낮은 숙

달도 수험자(E7, E8, E10, E15)이며 이들은 모두 1-2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능

력을 가진 수험자다([그림Ⅲ-2] 참고). 채점 과정 분석 결과, R1은 수험자의 숙달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수험자의 발화가 적어 낮은 점수를 부여할 근

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추측하거나 ‘가능성’이나 ‘예후가 좋은’과 같

이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RB)을 근거로 중

간 점수인 3점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Ⅳ-24> R1 채점 과정 사례(집중경향성)

  

  채점 과정을 살펴보면 R1은 문항 4번 E8의 채점 과정에서 내용 구성 점수(S3)를 

결정할 때 내용 구성 준거(CC)나 수행(CP)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후가 좋은 학

생’이라는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준거(RB)를 근거로 2회 이상 언급하였다. 

문항 5번의 E15의 채점 과정에서도 내용 구성 준거(CC)만 1회 언급하였으며, 상호

작용 준거(IC)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3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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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515 #R015151
O 선생님 설명하고 있어요
LP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먹었어요
LP 이거 아빠, 이거를 먹었어요
LP 왜 이거 없어요?

#R015152
TC 이 학생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LC 근데 이제 적절한 어휘를 갖다가 쓰지를 못 하는 거 같아서

TP
다 이거 이거 다 먹었어요. 이거 아빠 이거를 먹었어요. 왜 이거 

없어요? 

TC 아빠가 뭐 물어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이런 건 다 하고 

CC 그게 어구 이상으로 표현은 가능은 한데
LP 일단 쓴 단어가 별로 없어서 
S2 어휘 문법에서는 2점
S3 응집성 3점
S4 상호작용 3점해서
S1 전체 점수도 3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R01110 #R011101

O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먼저 보이는 거 이야기 해 봐

도 될까요? 음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설명해 주고요.
LP 우유, 필통, 가방, 책
CC 글씨를 써요. 몰라요.
O 이건 뭘까?
LP 풀,가위,자

#R011102

LC
이 친구는 뭐, 교실 환경에서 보이는 이런, 단어들은 다 알고 있

는 거 같고요
CC 이거를 아직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하지는 못 하는 거 같애요
CP 글씨를 써요 정도에 두 어절은 나오기는 하지만

RB
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것도 좀 아직은 부족한 거 같

고
RB 목소리도 처음 초반에는 좀 작고
IC 발음도 불분명했었는데

<표Ⅳ-25> R1 채점 과정 사례(E15)

 

  R1은 문항 1번의 E10에 대한 채점 과정에서 상호작용 준거에 대한 근거(IC, IP)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목소리 크기, 가능성과 같은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근거

(RB)를 언급하며 상호작용 준거에 3점을 부여하였다. 

<표Ⅳ-26> R1 채점 과정 사례(주관적 준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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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좀 뒤로 갈수록 이끌어 주면은 조금 분명해지는, 목소리도 커지

는 경향은 있는데

RB
어 어휘는 일단 자기가 배운 환경 내에서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S2 3점
S3 응집성은 아직 2점
RB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약간
S4 일단은 3점
S1 해서 조금 3점에는 부족하지만 3점 주겠습니다

  정리하면, R1은 수험자의 수행을 채점할 때 채점 준거나 수험자의 실제 수행 등

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가능성, 목소리 크기 등 채점자가 주관

적으로 설정한 준거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R1의 교육 경험 및 준거 인식을 살펴보았다. R1은 한국어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주로 교육하였고,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로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평가에서 발화가 가

능한 수험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관대하게 채점하였다고 답하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해 봤거든요. 정말 그 말 하나도 안 되는 애들도 가르쳐봤고. 

(중략) 저희가 말하는 초급은 완전 의사소통 안 되는 애들, 중급은 우리가 중급 

문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인들은 그 기준이 되는데, 초등학생은 의사

소통이 안 되면 초급이고 의사소통이 되면 중급이고 이래요 학교에서는.(중략)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정말, 막 이제 왔어요”(#R01KEKSL)

“그 정말, 그 정말 잘하는 애들을 제가 점수를 되게 높게 줬더라구요. 그게 또 

잘하는 수준은 사실 아닌데,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말을 초급 수준이예요. 

그러다보니 그 참 제 입장에서는 애매하더라구요”(#R01KEKSL)

  인터뷰에서 R1은 평소 KSL 학습자의‘발음’과‘산출하는 어휘의 양’을 기준으

로 한국어 숙달도 수준을 구분하고, 학습자의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였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음이나 이 다른 말들이 나왔을 때의 얘는 충분히 이거보

다 더 잘할 수 있는 앤데”(#R01RDIC)

“발음. 발음이랑요. 뭐뭐인거 같애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대화, 아주 자

연스러운 대화에서 하는 말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러면 답하고는 안 맞지만 그 

쏟아내는 단어의 양이라든가 어휘의 양이라든가 얜 충분히 의사소통 면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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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407 #R014072

RB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랑 이거랑 그걸 좀 몰라서 그

러는 거 아닌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S2 일단 어휘나 문법은 3점
S3 응집성 측면에서도 3점

RB
상호작용은 좀 모르면 뭐 조금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데 좀 소극적이긴 했지만 
S4 뭐 3점

RB
단어나 뭐 이런 거를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 모르는 그런 것 같애서 이 잠재적인 능력은 있지 않나 해서
S1 3점 보겠습니다
IC 발음 같은 것도 괜찮았어요

E7

전체적인 수행 언어사용 내용구성 상호작용

문항 4 2.1 1.7 1.7 2.7

럴거 같애요”(#R01RDO)

 실제로 R1은 낮은 숙달도 수험자(E7)의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 수행의 원인을 추측

하고, 수험자의 ‘발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준거 수행에 3점을 부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Ⅳ-28> 참고).

<표Ⅳ-27> 준거별 평균 점수(E7)

<표Ⅳ-28> R1 채점 과정 사례(E7)

  

  선행연구에서는 채점자가 모니터나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 집중경향성을 보일 

수 있으며, 경험이 많은 채점자의 경우 안전 전략으로서 극단의 점수를 피해 중간

점수인 3점을 과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Myford&Wolfe, 2014; 이성준, 2019). 본 

연구의 채점자 R1은 비교적 적은 한국어 교육 경력(3년)을 가진 채점자이고, 5점 척

도의 사용 비율도 높다는 점(24%)을 참고할 때 안전 전략으로서 3점을 과용했다는 

해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R1의 집중경향성은 점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수험자

의 발화가 적어 판단 근거가 부족해지자 수험자의 수행을 인상적으로 판단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채점 과정에 대한 모니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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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506 #R015062
약간의 이런 문법이 완성되지 않은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지만
조금 침착하게 친구가 조금 내용을 구성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어휘 점수는 5점
응집성도 약간 부족하지만 5점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발음이나 억양에 문제가 좀 있고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고
마무리를 좀 결론을 마무리를 조금 아쉽게 지어서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4점해서 
그래서 전체 점수는 뭐 가능성도 많고 
5점 주겠습니다.

점을 집중경향성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R1이 3점을 부여한 수험자들은 

1-2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험자라는 점에서 채점자 고유의 관대한 경향 또한 

R1이 보인 3점에 대한 집중경향성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R1은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예후’와‘가능성’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는 채점자가 

인식한 평가 목적이 채점 과정상에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전 채점자 교육을 

통해 본 연구의 평가 목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자 R1은 형

성평가24)의 관점에서 수험자의 학습 가능성을 근거로 관대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Ⅳ-29> R1 채점 과정 사례(가능성)

   

  교실평가는 목적에 따라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와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두 평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총괄평가

는 학습자의 성취나 학습 성과를 판단하는 목적의 평가로 다음 단계로의 진급과 같

은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평가다. 이와 달리 형성평가는 교수 활동을 조정하거나 학

습자의 학습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를 말한다(Boraie, 2018:5291). 따라서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 채점자 

R1이 채점 과정에서 수행의 아쉬움을 언급하고 자신감과 같은 태도나 가능성, 예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의 현재 수행보다는 미래의 학습 가능성과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채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점자 R1은 수험

24) 평가는 크게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평가와 증명(certification)이나 선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의 범주로 구분되며, 각각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도 설계될 수 있으며, 형성평가 또한 다음의 교수-학습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보고나 증명을 위한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Looney et 
al., 2016:442-443). 본 연구에서는 형성평가를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여 실행되는 평가로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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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411 #R054112
IP 전체적으로 발표를 잘 했고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CP 지금 뭐가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어요 라는 

#R05310 #R053102

TP
그담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에 대해서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IC 그리고 어 뭐 우선 망설이거나
IC 또 발음이 잘,

RB
또 목소리가 아주 작거나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S1-S4 전체적으로 1점 주었습니다

자의 발음과 어휘 산출을 기준으로 학습자의‘가능성’을 판단하였는데 이는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채점자의 교육 경험

이 채점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 준거 적용 순서로 인한 후광성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에서 R5는 채점자 간 일치도가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았으며(28.1%) 수험자에게 부여한 점수열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여 후광성

을 예상할 수 있었다(<표III-28>참고). R5의 채점 과정 분석 결과, R5는 모든 준거의 

점수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험자 E10에 대한 R5의 채점 과정을 살

펴보면 해당 채점자는 모든 준거를 분석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행에 대

한 인상을 바탕으로 과제 해결과 의사소통 준거에 대한 언급 이후 모든 준거에 동

일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Ⅳ-30> R5의 채점 과정 사례(후광성)

 수험자 E11에 대한 R5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면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

(RB)을 통해 수험자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잘 했고요’,‘잘 했습

니다’,‘좋게 생각하고’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채점 준

거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정도’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점수를 부여

하였다. R5는 E11의 수행에서 전반적인 수행의 점수에 4점을 부여한 후 언어 사용, 

응집성, 상호작용 준거에 모두 4점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인 채점 과정 사례는 다음 

<표Ⅳ-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Ⅳ-31> R5 채점 과정 사례(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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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문장 구성도 잘 했고요

TP 잘 찾았어요 

LP 그리고 위치에 대한 표현도 잘 했습니다

RB

가장 또 이 친구가 했던 것 중 인상적인 건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요 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그림 찾기, 나

와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느낀 느낌을 이야기한 거 같아요

RB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느낌까지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서 좋게 생각하고
S1 전반적인 평가, 수행능력은 4점 정도 되는 거 같고요
S2 어휘나 문법도 4점
S3 문장 구성도 4점 정도에서
S4 4점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R05412 #R054122

IP
어 이 친구는 같은 거와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라는 말은 이해

했어요

LP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바로 사물의 이름이 떠

올라서 비교하거나 
TP 두 그림에 다른 점을 이야기 하는게 잘 안되었고요

LP
그리고 막상 선생님이 이건 뭘까요 라고 사물에 대한 이름을 물어 

봤을 때 해결하지 못했어요

S1-S4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전반적인 수행능력부터 해서 어 전부

다 0점으로

TC
한국어로 사용해서 발화를 하며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처리하겠습니다

 

  R5는 E12의 수행의 채점에서도 전반적인 수행 점수와 다른 준거에 대한 점수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R5는 수험자x채점자 상호작용(편향) 분석에

서 수험자 E12에게 모형의 예상보다 엄격한 경향을 보인 바 있다(t값=-2). E12에 대

한 채점 과정을 살펴보면 R5는 전반적인 수행 준거를 판단할 때 어휘 산출(LP)의 

부족함을 언급한 후,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비롯한 모든 준거에 0점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채점 과정은 다음 <표Ⅳ-32>과 같다. 

<표Ⅳ-32> R5 채점 과정 사례(E12)

  R5는 E13의 채점 과정에서도 수험자의 어휘 산출(LP)을 근거로 모든 준거에 4점

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R5는 전반적인 수행 준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때 어휘 

산출(LP)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점수와 다른 준거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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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413 #R054132

TP

어 틀린 그림 찾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 사물을 이야기하면서 뭐

가 있고요 뭐가 없고요 또 뭐가 달라진 것을 여러 가지, 어 주저하

지 않고 쭉쭉 쭉쭉 해결해 줬어요.

LP
그리고 위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있었던게 앞에 있고요, 얘는 뒤

에 있고요, 이런 이야기해도 잘해줬고

LP

그런데 의외로 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이거 있고요, 저

거 있고요, 대명사를 활용하면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고래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O 그래서 완전하게 5점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해보여서 

S1-S4 4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Ⅳ-33> R5 채점 과정 분석(E13)

  

  인터뷰 분석을 통해 R5는 채점 과정에서 준거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점수를 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보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느낌대로, 느낌나는 대로 

제가 점수를 줬던 거 같애요, 제가 아이 대화를 듣고”(#R05IRDO)

   채점자 R5는 본 연구에 참여한 채점자들 중 가장 적은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

고 있으나 초등교육에서는 16년의 경력을 가진 고경력 교사이며, 초등 국어교육 분

야에서의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R5는 주로 말하기 수준이 높은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이 있으며, 수험자의 수행을 특정 점수로 표현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 R5는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구분할 때 어휘 산출의 양을 고려

한다고 답하였다.

“저희 학교는 5단계 정도로 나눴을 때 말하기 수준이 매우 좋은 아이들은 40프

로”(#R05IKEKSL)

“(높은 숙달도 학습자는) 완전한 문장은 구사하진 않지만 얘는 집에서 한국어를 

많이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유연하게 하진 못해도 계속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고 한국어로 말해요. (중략)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고 친밀하다는 

느낌. 이 아이는 발음이 약간 어눌해서 그렇지 한국어는 그래, 4 정도는 주겠

다”(#R05IPPH)

“(낮은 숙달도 학습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적절한 그 단어가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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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영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외국사람 앞에서 영어를 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비슷한 증상인

거 같았어요”(R05IPPL).

“저는 사실은 유창성을 제일 많이 보는 거 같애요. (중략) 상황에 맞는 단어라

든지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아는, 아는 단어가 많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아는 어휘가 많다는게 저는 유창성이라고 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

요”(#R05IRDO). 

  KSL 말하기 평가 채점에서 나타난 R5의 후광성은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분석적 준거를 총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나타난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

다. 특히 R5는 전반적인 수행의 수준을‘산출된 어휘의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였

으며, 이러한 기준은 채점자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자들은 공통된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였지만, 채점 준거를 상이하게 인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특정 

숙달도 수험자와 준거에 대해 상반된 엄격성을 보였다. R2와 R4는‘내용 구성 준

거’를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하였지만 수험자의 숙달도에 따라 서

로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수험자 숙달도에 따라 상반된 엄격성을 보였다. 또한 같

은 준거 안에서도 집중하는 요소가 달라 엄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언어 사용 준거의 점수 결정 과정에서 어휘보다 문법과 관련된 수행에 집중하

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용 구성 

준거의 채점에서 문장 구성과 문장 간 연결과 관련된 수행에 대한 판단이 채점자마

다 달리 나타나 채점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둘째, 수험자의 발화가 적은 경우

는 판단 근거가 부족함으로 인해 채점자가‘가능성’,‘예후’와 같이 채점자가 주

관적으로 설정한 준거를 적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중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R1은 발화가 부족한 수험자의 수행을 주관적인 준거를 근거로 점수를 결정하였으

며, 채점자 특유의 관대한 경향과 맞물려 1-2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험자의 

수행을 중간 점수인 3점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채점자는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는 채점자가 인식한 평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셋째, 준거 적용 순서로 인해 후광

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평가는 총체적 채점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수행 준

거와 함께 분석적 채점에 해당하는 언어사용, 내용구성, 상호작용 준거를 사용하였

으나 R5는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이라는 숙달도 판단 기준을 통

해 전반적인 수행을 먼저 채점하였고, 이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수험자의 수행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서 후광성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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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교육을 위한 논의

 1.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경향과 원인

  본고에서는 학령기 한국어(KSL)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에서 나타나는 채점 경향과 

그 원인을 다국면라쉬모형 분석과 채점 과정 및 인터뷰 분석을 통해 탐구하고, 탐

구 결과를 바탕으로 KSL 채점자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말하기 평가의 채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채점 경향의 원인은 채점자의 모국

어, 교육경험, 전공과 같은 배경변인과 수험자 및 문항, 채점 준거와의 상호작용, 채

점자의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과 인터뷰 분석을 통해 KSL 말하기 평가에서 나타난 채점 

경향의 원인을 탐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자의 채점 준거에 대

한 인식과 적용 방식이 상이하여 이것이 서로 다른 채점 경향으로 나타났다. 채점

자들은 본 연구의 채점 준거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험자의 숙달도에 

따라 준거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특정 준거를 중심으로 채점하는 채점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채점자마다 서로 다른 준거에 집중하고(Orr, 2002; Papajohn, 2002), 채점 

준거에 대한 채점자의 인식과 적용 방식으로 인해 채점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Bejar, 2012; Eckes, 2012; Cai, 2015)와 일치하는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채점자의 채점 준거 인식이 채점 경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

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에서 채점 준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채점자의 교육 경험이 채점 경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채점자들은 교육 경험으로 인해 평가 목적을 혼재하여 인식하거나, 학령기 학

습자의 연령별 수행 특성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채점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채점자들은 교육 경험을 통해 학령기 KSL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내재하여 

채점 준거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채점을 하여 채점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

리스(Crisp, 2010)와 이성준(2019)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채점자가 이전 경험을 통해 

언어 수행에 대한 표상을 내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채점자의 이전 경험

으로 인해 채점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Schaefer, 2008; Brown, 

1995; 김현정, 2011)의 결과와 동일하다. 특히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채점들이 총괄

평가와 형성평가의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으며(Boraie, 2018), 평가 상황에서 수험자

의 동기나 태도를 고려한다는(Levine et al., 1987; Butler, 2009, Jølle&Skar, 2020)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채점자의 교육 경험이 

채점 경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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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에서는 KSL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의

하고자 한다.

  1.1. 채점 준거에 대한 KSL 채점자의 인식과 적용

   

   1.1.1. 언어 사용 준거에 대한 인식과 적용

   채점자의 채점 과정 분석 결과, 언어 사용 준거의 점수 결정에서 수험자의 수행 

중 어휘 사용보다 문법 사용에 집중했을 때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졌으며, 어휘와 

문법의 적합성보다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에 집중한 경우에도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

졌다. 낮은 숙달도 학습자의 수행은 단어 수준의 발화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높은 숙달도 학습자의 수행 또한 어린 연령의 L2 학습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성인 

학습자에 비해 어휘나 제한적인 문장 수준과 같은 분절된 발화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점자가 KSL 학습자의 수행에서 어휘 사용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관

대한 채점이 이루어질 있으나, 문법 사용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채점이 이루

어질 수 있다.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은 수험자 발화의 양과 관련이 있어 보다 양적

인 판단이 가능한 요소이나‘다양성’에 대한 기준은 채점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성에 대한 채점자의 내

적 기준이 높은 경우는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휘와 문법의 적합성은 

과제 수행에 적합한 어휘와 문법의 사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 여부만으로

도 판단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1.1.2.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인식과 적용 

  본 연구에 참여한 채점자들은 서로 다른 채점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서 인

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다수의 채점자가 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

도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고, 해당 준거의 채점에서 편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채점자 

R2는 내용 구성 준거를 KSL 학습자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해

당 준거는 문장 구성과 문장 간의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준거로 단어 수준의 발화만 가능한 수험자는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채점자 R2는 문장 수준의 발화가 어려운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수행

을 더 엄격하게 채점하고, 문장 구성과 문장 간의 연결이 가능한 높은 숙달도 수험

자의 수행은 좀 더 관대하게 채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점자 R2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 채점자 R4는 상호작용 준거를 기준으로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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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113 #R041132

RB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

지고 있는 논리나 이런 구성력이 한국어 수준이 한국어를 못한다기

보다 자기 모국어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

럽네요
CC 하지만 어, 조금 아쉽지만 문장 간의 연결이라든지
CC 문장 수준으로는 잘 말을 하고 있지요
O 3점이나 4점에서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CC 의미 이해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S3 그럼 4점

#R06113 #R061132

#R04113 R0411132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

지고 있는 논리나 이런 구성력이 한국어 수준이 한국어를 못한다

기보다 자기 모국어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조심

스럽네요.
#R04114 #R041142

아 내용구성이 참 어렵네요.
#R04514 #R045142

내용 구성이 약간 음, 음, 내용 구성을 마지막으로 미룹시다.

하였으나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는 내용 구성과 문법적 정확성이라는 추가적인 기

준을 적용하여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 대한 엄격성을 보였다. 채점자 R6 또한 수험

자의 수행 중 문장 구성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졌음을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의 채점자는 내용 구성 준거의 채점

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채점자 R4는 수험자 E13과 E14의 채점 과정에서 내

용 구성 준거의 점수 결정이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에서도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점수가 탈모형 사례로 나타난 바 있다(<표III-25> 

참고).  

<표Ⅴ-1> R4의 내용 구성 준거 채점 과정(난점)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수험자의 수행에서 문장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채점자

마다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점자 R4와 R6의 채점 과정을 비교해보면 채

점자 R4는 수험자 E13의 수행을 듣고 문장 구성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R6

은 수험자 E13이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Ⅴ-2> 내용 구성 준거 채점 과정(R4와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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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 #R01
음 그 응집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그니까 뭐, 여기 나오는 애들은 

응집성은 대부분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애들은 그 상호

작용을 하기에 거의 그냥 애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자기 표현을 하

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의 어색함은 있어도. 그래서 그게 상호작용

을 넣어야 하는 건지 응집성으로 넣어야하는 건지 좀 애매한. 제가 

혼동을 하긴 했는데 좀 그렇더라구요.
#R02 #R02

그,그, 응집성? 응집성. 네. 왜냐하면 그거를 아 응집성에서 얘가 

이 인제 아이가 말한 걸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이거를 응집성 있

게 표현해서 한다라는 그걸 좀 평가하지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

실 아이가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이 그리고 그 인제 그 질문에 대

해서 적절하게 그 내용구성을 해서 대답을 하는거. 그게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게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애요 

CC 언어 사용에 있어서 완벽한 문장으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LC
그래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어휘와 문법 선택을 했고 의미

를 표현했어요
LC 근데 단어는 정말 많이 찾아낼 수, 되고 있네요
S2 그래서 이 친구는 언어 사용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C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단어 구 수준의 발화였기 때문에
S3 이것도 2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한 수험자의 수행에서 문장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채점자별로 다르게 나

타났으며, 채점자 R6의 경우는 문장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용 구성 준거와 언

어 사용 준거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감점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구어는 문어

와 달리 휴지와 같은 음성적 지표가 절의 경계 표지가 되기도 하고, 어순이 도치되

거나 조사가 생략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유혜원, 2009:153), 구어에서는 문

장 구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수행의 특징으로 인해 

문장 구성 여부의 판단에서 채점자들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마다 내용 구성 준거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점자들은 내용 구성 준거의 수행을 내용의 일관성, 문장 간의 

연결 등으로 정의하였고, 일부의 채점자들은 응집성을 유창성과 같은 상호작용 준

거와 동일한 준거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KSL 학습자의 말하기에서 내용 구성의 

수행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표Ⅴ-3>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채점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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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R03 #R03

어 아시다시피 KSL이잖아요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고 지금도 잘 

못하고 배워본 경험도 있고. 응집성은 좀 따지지가 어렵겠더라구

요. 응집성의 중요성도 있지만 다른 거보다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R04 #R04

그냥 일반적인 대화할 때랑 예를 들어 질문이 말하기 문항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일상적인 답을 묻는다고 하고 뭐 마지막 문

항들은 그냥 좀 약간 뭐 그런 응집성이나 짜임, 구성을 이런 거를 

더 본다는 문제로 생각을 했을 때, 어 뭔가 그 처음과 나중이 분명

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말하기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제 귀

에도 들어오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를 본거는 그렇게 많

지 않을 거 같애요.
#R05 #R05

유창성이 떨어지면 이 아이는 문장을 만드는 응집성도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채점했던 것 같애요
#R06 #R06

그냥 문장 간의 연결이 잘 되고, 내용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으

면,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도 일관되면 응집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을 했었거든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말하기의 특성으로 인해 문장 구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아 

채점자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인식이 채점자마다 상

이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쓰기 평가와 구별되는 말하기 평가의 특성과 함께 학령

기 L2 학습자 대상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KSL 말하기 평가의 내용 구성 준거가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채점자 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1.1.3. 상호작용 준거에 대한 인식과 적용 

   본 연구의 평가에서는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판단이 상호작용 준거 점수의 결

정에 영향을 주어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지거나, 반응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

해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졌다. 상호작용 준거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수험자의 이

해와 반응의 적절성, 발음과 억양, 망설임을 판단하는 준거다. 상호작용 준거는 발

화와 길이나 양을 판단하는 준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발화가 

단어나 구로 이루어진 경우는‘단답형’임을 근거로 엄격한 채점을 하였다. 채점 

과정 분석 결과,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발화가 단어와 구 수준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는 수험자가 상호작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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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215 #R062152

S4

그 끝나고 무엇을 한다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성향이 보여요. 그래서 

상호작용도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2209 #R022092

S4
그리고 어 선생님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대답하고 있어

서 어, 2점입니다.
#R02214 #R02214

S4

어 그리고 그 대답에 교사의 대답에 풍부한, 아 그 교사의 질문에 

풍부한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5점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R02303 #R023032

S4
그래도 교사의 질문에 풍부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대답

하고 있어서 4점이라고 하겠습니다.

#R06109 #R061092
그때 앞에 나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간 중

간 네, 네 이렇게 상호작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해줬던게 눈에 

띄네요.
#R05103 #R051032

이 학생은 우선 인상적인 것이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아주 호의적인 자세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있어요.

로 수험자 발화의 양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받은 경우는 상호작용 준거 판단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Ⅴ-4> 상호작용 준거 채점(내용 구성 준거 영향)

 또한 상호작용 준거에서는 수험자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자들은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용적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수험자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Ⅴ-5> 상호작용 준거 채점(R5와 R6)

 또한 일부의 채점자들은 상호작용 준거 채점 과정에서 반응의 유무를 근거로 점수

를 부여하여 발화의 양이 적은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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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404 #R014042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미션을 수행하려고해, 하고 있고, 

뭐 발음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게 느껴지긴 

한데. 이게 제가 녹음만 들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

는데,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질문자의 의도, 이게 같다 다르

다를 혹시 반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이런 거를 

수행하는 문제야 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적

극성도 있고. (중략) 상호작용 3점 주겠습니다.
#R04409 #R04409225)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거이거 라는 것으로 말했을 때는 참 어, 상

호작용 점수는 주기가 정말 힘드네요.. 분명히 가리켰을텐데 맞는 

것으로 가리켰을텐데. 그거를 반응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대답

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이거 라고 말한 거, 참 점수를 

주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뭐 반응을 한 거 같으니 3점을 줘야겠죠.

<표Ⅴ-6> 상호작용 준거 채점(R1과 R4)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채점자들은 상호작용 준거 중 반응의 적절성을 ‘내용의 

풍부함’으로 해석하였으며,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내려진 경우

는 상호작용 준거 점수 또한 엄격하게 채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의 

채점자들은 반응의 적절성을‘상호작용 태도’로 해석하여 면접관에게 호의적인 반

응을 보인 수험자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반응의 적절성을 ‘반응의 유무’

로 해석하여 반응만으로도 관대하게 채점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점자 R2는 

상호작용 준거의 점수 결정 시 반응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발음이나 억양 등에 

대한 판단과 상충되는 경우 점수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해당 채점자와의 인터

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상호작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지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건데, 그니까 그 부분하고 질문, 화자에 대한 대답. 그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거와 또는 이제 발음은 명확해요. 발음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데 전혀 다

른 소리를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이 학생은 5점을 줘야 돼 2점을 줘야 돼 막 그

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R02RDO).

 채점자들은 상호작용 준거 중 ‘반응의 적절성’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여 채점 경

25) 채점자 R4는 4번 문항의 11번 문항의 채점에서 숙달도가 높은 수험자 E11에게도 같은 3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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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408 #R014082
질문자의 의도를 엄청 잘 파악하고 빠르게 응답하는 그런 거에서 

상호작용이라든가. 발음도 어쨌든 또박또박 내는 경향이 있고 해서 

나중에 좀 예후가 좋은 학생이지 않을까 싶네요. 
#R05105 #R051052

이번 친구는 어휘는 조금 부족하지만 문장을 말하려고 하는 노력

이 아주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씩만 수정해주면 금세 한국어가 

늘거 같은 그냥 그런 기대감이 드는 친구입니다.

#R02514 #R025142
그리고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

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작용 준거 안에서 반응의 적절성과 발음, 억양 등

과 같은 요소들이 상충하는 경우에 채점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채점자의 교육 경험의 영향

  1.2.1. 평가 목적의 혼재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다국면라쉬모형 분석 결과 모두 0 로짓 이하에 위치하여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가능성’을 판단하고 언어 숙달

에 대한‘기대감’을 언급했으며, ‘노력’,‘자신감’,‘적극성’등과 같은 수험자

의 태도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점자 R1은 채점 과정에서 수

험자의 발음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였고, 채점자 R5는 수험자의 노력을 근거

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였다. 

<표Ⅴ-7> 채점 과정 사례(가능성)

 

  학령기 L2 학습자의 평가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초등 

ESL 교사들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해 학습자의‘자신감’을 잠재적 능력

(potential ability)의 증거라고 여겼으며, 자신감에 대한 정의는 목소리 크기, 적극성 

등 교사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다(Butler, 2009:435). 또한 채점을 수행하는 교사

들은 대체로 수험자들에게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수험자의 노력과 의지를 근거

로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Levine et al., 1987; Ang-Aw, 2011; 

Mumford&Atay, 2021). 본 연구의 채점자들 또한 적극성, 노력, 목소리 크기 등 수험

자의 태도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Ⅴ-8> 채점 과정 사례(수험자의 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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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03511 #R035112

어 발음은 좋았는데 적극성이 좀 부족해요
#R04505 #R045052

아 완벽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어 적극적으로 수행했

다.
#R065502 #R0655022

여기에 자꾸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궁금한 

걸 먼저 묻는 걸 보면 그래도 상호작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구요

 #R012032

어휘 문법은 이 친구가 저학년인지 일단은 이 배우는, 자기가 배운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모두 초등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KSL 

교육 현장의 특성상 형성평가를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채점 상황에서 평가 목적

에 대한 혼재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의 수행을 평가할 때 

가능성과 태도를 고려하는 것은 형성평가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평가 상황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Butler, 2009:437). 또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과 평가하는 역할을 겸

한다는 특징이 있다(Boraie, 2018:5293). 교사는 총괄평가의 관점에서 공정성, 객관성

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성적을 부여하는 역할과 함께 형

성평가의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노력과 같은 비성취적인 요인(non-achievement 

factor)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도 겸해야 한다(Sun&Cheng,  

2014:214). 따라서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채점자 

교육이 필요하다. 

  1.2.2. 학령기 학습자의 수행 특성에 대한 민감성

   한국어 교육 경험은 적지만 주로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이 있거나,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이 있는 채점자들은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학년을 추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점자 R1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한국어 경력

을 가진 채점자이나 한국어 교육 경력의 대부분을 KSL 학습자를 교육하였다는 특

징이 있다. 채점자 R1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면 수험자 E3의 채점에서 시간 표현과 

관련된 수행이 제한적인 점과 수험자의 발음을 근거로 수험자의 학년을 추측하였

다.

<표Ⅴ-9> R1의 채점 과정 사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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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4072
이 달라요 같아요는 그럼 저학년 어린이나 뭐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그 그 그림이나 동그라미, 가위 뭐 이런 걸로 표시하기는 쉬워도 

말로 표현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눈으로 봐도 이게 달라보여도 이걸 단어로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 

좀 어려웠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같고. 

이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한참 대답을 못 한 거 같은데. 음 어휘

나 문법은 뭐 해, 구름, 공, 배, 물고기 없어요. 이거 달라요. 손가

락으로 짚으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실제로 이 

친구가 몰라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단어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지만, 시간을 표현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은 인지하고 있지만 

좀 시간으로 좀 표현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

이
#R015032
이 학생은 약간 저학년인 거 같아요. 약간 저학년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의 이 성향이 보여지는데. (중략) 발음은 약간 유아틱한게 약

간 저학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한 채점자 R1은 문항이 저학년 수험자에게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며 수험자 

E7의 문항 4번의 수행에 대한 채점에서 다른 채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

다.26) 선행연구에서도 채점자가 수험자의 특정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행동

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채점자의 최종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다(Brown, 2000). 채점자 R1은 해당 수험자의 수행이 부족한 원인을 언어 

능력 부족이 아닌 어린 연령으로 보고 관대한 채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Ⅴ-10> R1의 채점 과정 사례(E7)

  채점자 R5는 한국어교육 경험은 1년으로 가장 짧은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채점

자이지만 초등 교육 경력은 16년인 고경력 초등교사이며, 다회의 초등 국어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채점자 R5는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기준이 

있었으며, 이전 교육 경험을 통해 숙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채점자 R5는 수험자가 면접관의 질문을 잘 이해한 경우, ‘고학년’이

26) 채점자 R1은 문항4번에서 수험자 E7에게 총점 12점을 부여하였으나 타 채점자들이 문항4번에서 해당 수험자
에게 부여한 총점의 평균은 7.4점으로 평균보다 4점 이상 높게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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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106 #R051062

이 친구는 약간 고학년인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예시를 

준 문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본인도 그렇게 문장으로 이해하려

고 그니까 이야기 하려고 노력하는게 잘 보입니다.

#R05205 #R052052

어 이 학생은 지금 고학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

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행능력이 좋고.

라는 추측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채점자가 저학년 학습자와 구별되

는 고학년 학습자의 수행 특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Ⅴ-11> R5의 채점 과정 사례(학년)

 본 연구의 평가 도구는 개발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수험자의 연령과 학년군을 고

려하여 개발되었으며, 3-4학년군 이상의 KSL 학습자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사전 채점자 교육에서 평가에 참여한 수험자의 학년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점자들은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학년군을 추측하고, 이를 고려

하여 채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학령기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채점

자들은 학령기 수험자의 수행 특성(예: 시간을 표현하지 않는다든가)을 민감하게 감

지하고, 수험자의 수행이 미흡한 원인을 수험자의 어린 연령으로 판단하여 채점 경

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채점자 R1은 수험자 E7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문항 4번의 형식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험자의 수행이 미흡한 원인을 언

어 숙달도가 아닌 연령으로 보고 타 채점자들과 비해 상당히 관대한 채점을 하였다

(예: 실제로 이 친구가 몰라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이처럼 채점자가 학령기 

KSL 수험자의 언어 수행이 미흡한 원인을 언어 숙달도가 아닌 연령으로 판단한 경

우에는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KSL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채점자 

교육에서는 채점자들이 학령기 수험자 수행의 특성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원인을 언어 숙달도가 아닌 연령으로 보는 경우는 보다 관대

한 채점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1.2.3. 학령기 KSL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 기준 형성

   한국어교육 경력 중 주로 KSL 학습자를 교육한 채점자 R1은 산출된 어휘 양을 

기준으로 숙달도를 판단하였으며, 인터뷰에서도 학령기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위해 

어휘 습득이 중요함을 반복으로 언급하였다. 

“저는 사실 어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이 알아야 해요 애들은. 단어 많이 알

고 뜻 많이 알고. 다 체득이거든요”(#R05IKEK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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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자 R5 또한 수험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을 KSL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 기준으

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채점자 R5는 수험자 수행에서 산출된 어휘의 양에 대

한 인상을 근거로 총체적으로 채점하여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에서 후광성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채점자 국면 분석에서 R5의 엄격성은 0 로짓에 가까워 엄격성에 따른 

채점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점자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

는 내적합도는 1에 가까워(1.04)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채점자 R5는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기준이 있었으

며, 교육 경험을 통해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걔는 4정도 돼요. 모국어 수준은 아니지만. 3에서 4사이. 4 정돈 되는 거 같애

요. 완전한 문장은 구사하진 않지만 얘는 집에서 한국어를 많이 노출을 시켜놨어

요. 그래서 자기가 잘 유연하게하진 못해도 계속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고 한국

어로 말해요. 친구들것도 설명해주고.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고 친밀하다는 느낌. 

이 아이는 발음이 약간 어눌해서 그렇지 한국어는 그래 4 정도는 주겠

다”(#R05IPPH)

  언어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산출 어휘의 유형은 

다양해지며(이수미, 2017, 남주연 외, 2017), 학령기 아동의 발화에서 또한 어휘의 

양과 유형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이혜연 외, 

2013) 학습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은 언어 숙달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채점자 R1과 

R5는 학령기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을 통해 학령기 KSL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수행 특성에 대한 민감성과 숙달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채점자 R1은 수험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는 인상을 근거로 채점을 하였고, 그 결과로 관대한 경향과 3점에 대한 집중경향성

을 보였다. R5 또한 수험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에 대한 인상을 근거로 전반적인 수

행을 채점하고, 이후 다른 준거에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후광성을 보

였으며, 채점자 간 일치도가 가장 낮은 채점자로 추정되었다. 채점자 R5와 같은 사

례는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험자가 산출한 어휘의 양에 대한 채점자

의 인상이 다른 준거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후광성으로 나타났고(Li & 

Lorenzo-Dus, 2014), 수험자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각 준거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어 후광성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Eckes, 2011). 결국 채점자 R1과 R5가 보인 

채점 경향은 타 채점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기인한다. 주로 학령기 KSL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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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경험한 채점자들은 이전 교수·학습 경험과 평가 경험 등을 

토대로 산출 어휘의 양이라는 KSL 숙달도 판단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KSL 채점자 교육에서는 KSL 교사의 교육 경험을 통해 내재한 숙달도 판단 기

준이 평가에 영향을 주어 채점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교육을 위한 함의점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문제는 KSL 말하기 평가의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채점 준거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전 경험을 통해 KSL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형성하여 채점에 활용하거나 

학년군에 따른 학령기 학습자의 수행 특성에 민감하게 인지하여 채점 경향으로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채점 과정에서 평가 목적에 대한 혼재된 

인식이 나타나거나,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준거를 채점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평가 목적에 대한 혼재된 인식과 주관적 준거의 적용은 결국 평

가 문식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평가자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

다. 따라서 KSL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자 교육에서는 교사의 평가 문식성 향상 

및 평가자 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KSL 교사 대상 평가자 교육을 위해 2장에서 살펴본 슈와 브라운(Xu&Brown,  

2016:155)의 평가 문식성 개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개념 체계는 지식 기반, 

평가에 대한 교사의 개념, 제도적·사회문화적 맥락, 실행에서의 교사의 평가 문식

성, 교사 학습, 평가자로서의 교사 정체성 형성의 총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은 다른 구성 요소의 기초가 되며, 효과적인 평가 실행을 위해 교사들에게 필

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지식 기반에는 교과 지식, 평가 목적, 평가 내용과 방법, 채

점, 피드백, 윤리 등이 포함된다. 지식은 그대로 습득되지 않고 교사의 해석적인 틀

을 거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부합하는 지식만이 교사에게 받아들여진

다. 평가에 대한 교사의 개념은 평가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나

타내며,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포함한다. 이는 주로 교사의 이전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제도와 같은 거시적 맥락과 기관과 같은 미시적 맥락에 의해 설정된 경

계를 수용하거나 혹은 충돌하기도 한다. 실행의 관점에서 교사의 평가 문식성은 오

직 교사 학습(learning)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사 학습은 인지적 갈등으로 변화를 

유발하여 지금까지의 평가 실행에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성적 실행

(reflective practice)과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교사들은 교사 학습

의 과정을 통해 평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최종적으로 평가자로서의 정체성은 평가 문식성의 궁극적인 목표로 실행 주체로서

의 전문성 획득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슈와 브라운(Xu&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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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명칭도 다 나왔고 해서, 자기가 학습한 어휘에 대해서는 단어, 이

거 좀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 좀 짜임새 있게 문장

으로 나열하거나 하면 좀 좋겠지만. 일단 어휘 측면에서는 5점.
#R04112 #R041122

S2 공책. 자. 교실 어휘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야기야 하고 있네요. (중

2016)의 교사의 평가 문식성 체계를 적용한 KSL 교사 대상 평가자 교육 목표는 다

음 절에서 상술한다.

 2.1. KSL 말하기 평가의 채점 준거 이해 

  평가 결과로 도출된 점수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채점자 내 신뢰도와 함께 채

점자 간 신뢰도가 확보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점자 간 채점 준거에 대한 공

유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채점자가 수험자의 현재 능력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점 준거에 따라 수험자의 수행을 채점할 수 있어야 하며, 수

험자의 수행을 준거에 따라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KSL 채점자 교육에서는 채점 준거에 대한 채점자 간 공유된 이해를 위한 과정과 

수험자의 수행을 준거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절차가 필요하다. 이

어지는 항은 채점자가 각 채점 준거의 이해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2.1.1. 언어 사용 준거 이해 

   본 연구의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채점자가 언어 사용 준거 수행의 채점에서 어

휘 사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 경우는 보다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문법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숙달도

가 낮은 수험자는 단어, 구 수준의 수행을 보이기 때문에 문법의 수행이 제한적이

며, 높은 숙달도 수험자일지라도 제2언어 학습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어휘와 문법 

수행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수험자의 수행을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채점자가 어휘와 문법 중 어느 요소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점

수가 달라지며, 특정 숙달도 수험자에 대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

점자 R1은 수험자 E12의 수행에서 어휘 요소에 집중하여 5점을 부여한 반면, 채점

자 R4는 어휘는 다양하나 문법 사용이 제한적임을 근거로 2점을 부여하였다(<표Ⅴ

-12> 참고). 이처럼 어휘와 문법 중 한 요소에만 집중할 경우 채점자마다 판단 기준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 교육에서는 언어 사용 준거의 채점에서 두 요소 

모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Ⅴ-12> 언어 사용 준거 채점(R1과 R4)



- 127 -

#R06213 #R062132

그리고 언어 사용은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어휘와 알맞은 

문법을 사용을 했고요. 의미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

서 언어 사용은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략) 아. 교실 어휘는 다양하게 말을 했지만 으아. 제한적인 문법. 

문법 사용이 좀 아쉽네요. 2점.

#R04213 #R042132

그리고 언어사용에 있어서는 몇 시에 뭐 해요, 몇 시에 뭐 해요 단

순하고요. 어 문법이 제한적이죠. 새로운 문법은 다양하게 사용한

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점.

 

  특히 본 연구의 언어 사용 준거는 어휘와 문법의 적합성과 다양성을 판단하는 준

거이며, 채점자마다 다양성과 적합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달라 편향이 발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준거에서 어휘와 문법의 적합성은 과제를 수

행할 때 적합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류가 있으나 의

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최고 3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후 4점부터는 어휘와 

문법 사용의 적합성 외에도 다양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숙달도를 구분하는 방식

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채점자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합성과 다양성을 해석

하여 적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 예로 채점자 R6은 수험자 E13의 수행 채점에서 

어휘와 문법은 적합하였으나 다양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도 4점을 부여하였다. 

<표Ⅴ-13> 언어 사용 준거 채점(R6)

 반면에 채점자 R4는 수험자 E13의 수행 채점에서‘문법의 제한적 사용과 다양성

의 부족’을 근거로 2점을 부여하였다. 문법 사용이 과제에 적합하고 의미에 지장

을 주는 오류가 없다면 3점을 부여해야 하지만 채점자 R4는 2점을 부여하였는데 이

는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에서 탈모형적 사례로 확인되었다(<표III-25> 참고).

<표Ⅴ-14> 언어 사용 준거 채점 과정(R4)

  

 특히 채점자 R4는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을 판단할 때 숙달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져 내적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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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어사용이 있어서는 음, 다양한 어휘, 내가 알고 있는 단

어는  어휘를 마구 말할 것 같은데. 풀, 가위.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문법 거의 틀린게 

없죠. 그러면 3점이나 4점에서. 근데 다양한 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다양한 어

휘와 문법. 3점 하겠습니다.
#R04104 #R041042

그리고 우유가 있어요, 공이 있어요, 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 있어요 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류가 있다

고 보여서 점수를 높게 주기는 어렵고. 3점 하겠습니다.

<표Ⅴ-15> 채점자 R4의 채점 과정(내적 일관성)

  채점자 R4는 수험자 E11의 수행 채점에서 어휘와 문법이 적합하나 다양성이 부

족하다는 근거로 3점을 부여하였고, 수험자 E04의 수행 채점에서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으나 오류를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3점을 부여하였다. 두 수험자의 문항 4번

의 언어 사용 준거의 평균 점수는 각각 1.6점, 4.5점으로 두 수험자 간 평균 점수 

차이와 숙달도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채점자 R4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채

점자가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같은 점수임에도 점수가 가진 의미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

국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은 3점과 4점을 가르는 기준이 되나 다양성의 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채점자들마다 다양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편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자의 숙달도를 구분하기 위해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을 고

려하는 경우, 과제에 따라 수행 가능한 어휘와 문법의 예시를 제공하여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캠브릿지 영어 평가

에서는 각 숙달도별로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과제

에 따라 어떤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어, 두 그림에

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과제에서 색이나 크기, 개수, 위치, 행위와 관련하여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가 있다(There is-)’와‘그러나(but)’와 같은 표현을 사

용할 수 있음을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숙달도별로 기대할 수 있는 어휘

와 문법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채점자들은 평가 도구에서 제공한 

목록을 참고하여 수험자에게 기대되는 수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휘와 문법의 

적합성과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에서도 과

제에 따라 산출이 기대되는 어휘와 문법을 목록화하여 채점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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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채점할 때 제가 유창성도 많이 봤던 거 같애요. 우선은 거기에 적

절하게, 맞는, 상황에 맞은 단어라든지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 능

력. 아는 단어가 많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아는 어휘가 많다는게 

저는 유창성이라고 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창성의 기

본 개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영어를 할 때도 저희가 쟤가 유

창하게 영어를 한다 그러면 아는 어휘가 많은 그 어휘가 그냥 주

저하지 않고 쉴새없이 쭉 붙여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교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본인이 많은 답안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 또 그것을 말로 발화해내는 애들이 유창성이 좋

다고 전 생각했죠 

내용 구성

약간 그 응집성을 유창성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해서 만든 것 같애

요. 그런 느낌이예요. 유창성이 떨어지면 이 아이는 문장을 만드는 

응집성도 떨어진다 느낌으로 채점했던 것 같애요.

  2.1.2. 내용 구성 준거 이해 

   본 연구의 KSL 채점자들은 내용 구성 준거를 KSL 학습자의 숙달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내용 구성 준거에 대한 판단이 다른 준거의 점수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채점 경향으로 나타났다. 내용 구성 준거는 단어와 구 수준 이상의 발

화와 문장 간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여 수험자의 기초적인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

는 준거다. 사전에 채점자를 대상으로 준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내용 구성 준거를 발화의 자연스러움이나 유창성, 내용의 

일관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채점자 R1은 내용 구성 준거를 발화의 자연스

러움으로 정의하였고, 채점자 스스로가 상호작용 준거와 내용 구성 준거를 구분하

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걸 유의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응집성은 약간의 자연스러움 같은 

거 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의를 할려고는 했는데 약간 발음은 안 좋은데, 그 

응집성 단어에서 약간 그런 걸 좀 했던거 같애요. 하면서 헷갈렸던 그런거. 단어 

자체를. 제가 상호작용하고 헷갈렸던 거 같애요”(#R01RDCC)

 채점자 R1과 비슷한 경향으로 채점자 R5 또한 내용 구성 준거를 유창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상호작용 준거와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게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Ⅴ-16> 채점자 R5 인터뷰(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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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자 R1은 내용 구성 준거의 서술자 중 ‘연결’이란 표현을 ‘자연스러움’으

로 해석하고, R5는 ‘긴 발화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전체적인 담화 구성보다는 

발화의 양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채점자 R5는 응집성을 유창성과 비

슷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유창성(fluency)은 생산성(productivity), 휴지(pause), 자동

성(automaticity), 리듬(rhythm)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생산성(productivity)은 발

화의 양을 뜻하며 말하기 평가에서는 전체 발화에서 나타난 단어 수로 정의되기도 

한다. 담화 구성과 관련된 수행은 발화의 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Isaacs&Trofimovich, 2012:485) 유창성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연결사의 사용은 내용

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관련되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coherence)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 준거에서는 단어·구나 문장 간의 연결을 통한 전체적인 담화 

구성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 구성 준거에서 목표로 하는 수행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내용 구성 능력은 내용의 논리적 구성(coherence)과 표면적 응집성(cohesion)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 준거는 담화의 응집성(cohesion)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의 논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 등 

언어적 표현 즉, 접속부사, 연결어미 및 기타 연결 표현 등과 같은 응결 장치의 사

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안경화, 2001:138). 성인 학습자 대상의 말하기 평가에서는 

주제의 전개, 내용의 일관성과 같은 내용의 논리적 구성(coherence)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지만, 학령기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와 다르게 인지와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

는 과정 중에 있는 학습자로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미숙한 상태다(P.McKay, 2006). 따라서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채점 준거는 

학령기 학습자의 인지와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 성인 대상의 말하기 평가 채점 준거

와는 구별되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학령기 학습자의 담화 구성 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 학습자의 담화 범주의 수행은 어휘와 통사 범주의 수행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만(Wolf&Butler, 2017:181), 만 5세 이후 학령기를 기

점으로 점차 응결 장치를 사용하여 담화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Owens, 

2008). 응집성을 실현시키는 응결 장치는 언어 능력 중 담화 구성을 구조화할 수 있

는 조직 능력에 속하는 요소이며, 응결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담화의 응집성

을 실현할 수 있다. 응결 장치의 적절한 사용은 담화의 명료성을 강화해주고 청자

의 이해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응결 장치의 적절한 사용은 학습자

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노미연, 2013; 배희숙, 2016). 학령기 

학습자 대상 언어 평가인 캠브릿지 영어 평가에서는 연결어(connector)의 사용 수준

으로 내용 구성 여부를 평가하며, 토플 프라이머리 말하기 평가에서도 연결어의 사

용에 중점을 두고 내용 구성을 평가한다. 초등 학령기 학습자의 말하기에서 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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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사용은 언어 숙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KSL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에서는 응결 장치를 활용한 문장 간의 연결과 내용 구성과 

같은 표면적인 응집성(cohesion)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 구성 준거 설정 시 응결 장치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여 채점자들

이 내용 구성 준거의 판단에서 수험자의 어떤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채점자 교육에서도 학령기 KSL 학습자의 특성과 함께 평가

에서 기대하는 내용 구성 수행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채점 과정 중 문장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채점자마다 상이함을 확

인하였다. 구어는 문어와 달리 휴지와 같은 음성적 지표가 절의 경계 표지가 되기

도 하고, 어순이 도치되거나 조사가 생략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유혜원, 2009:153). 

따라서 쓰기와 구별되는 말하기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문장 구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점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말

하기 평가의 채점자 교육에서는 쓰기와 구별되는 말하기 수행의 특징을 다룰 필요

가 있다.

 아울러 KSL 말하기 평가 채점자 교육에서는 채점자가 경험을 통해 형성한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평가 도구에서 의도한대로 채점 준거를 해석할 수 있

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채점 준거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수행은 무

엇이고, 평가 과제에 따라 산출이 기대되는 응결 장치는 무엇인지 예시를 제공하여 

채점자들이 집중해야 할 요소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1.3. 상호작용 준거 이해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반응의 적절성을‘발화의 풍부함’,‘반응의 유무’,‘상호

작용에 대한 태도’ 등으로 해석하여 채점 경향을 보였다. 채점자들은 상호작용 준

거와 내용 구성 준거를 비슷한 준거로 인식하여 점수 결정 과정에서 두 준거를 구

분하지 않아 상호작용 준거의 채점 과정에서 내용 구성 준거와 관련된 수행(예:‘단

답형’)을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로 인식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표Ⅴ-4> 참

고). 또한 수험자의 응답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했다는 이유로 관대한 점수

를 부여하기도 하고(<표Ⅴ-6> 참고), 상호작용 준거에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지만 채점자들은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의 상호작용 준거는 질문에 대한 수험자의 이해와 발음, 억양, 망설임 정도

를 평가하는 준거로 단어, 구, 문장 간의 연결을 통한 담화 구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 구성 준거와는 구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작용 태도는 학습자의 학

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학습 상황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목적으로 실행되는 형성평가에서는 자주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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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 요소다. 그러나 이 평가 요소를 수험자의 현재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목적인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채점자 R2는 수험자

의 단답형 대답을 상호작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식하였고, 이를 상호작용 준

거의 점수 결정 과정에 고려하여 해당 준거에 엄격성을 보인 바 있다(<표-8>). 이와 

같은 채점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반응의 적절성은 면접관 질문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접관의 질문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수행과 동일

하다. 따라서 과제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수행 준거와 중복되는 부분이므

로 이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2.2. KSL 채점자의 경험 및 KSL 채점 과정에 대한 성찰

 채점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이 올바른 평가 실행으로 이

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새로운 지식이 채점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Xu&Brown, 2016:154). 선행연구에

서도 채점자는 이전 경험을 통해 채점 준거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훈

련으로도 제거가 어려운 경향을 보였으며(Brown, 1995), 채점자 교육 이후에도 특정 

문항이나 준거에 대한 편향이 여전히 존재하였다(원미영·김지영, 2017). 이는 일방

적인 지식 전달 방식의 채점자 교육으로는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효과적인 채점자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진 평가에 대한 해석적 틀을 확

인하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L 교사들은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교수 학습 경험 및 평가 경험 등을 토대로 

자신만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채점 과정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채점자 R1은 3년의 한국어교육 경력

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초등 KSL 학습자를 교육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점자

는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발음과 어휘를 통해 수험자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모습

을 보였고, 채점자 인터뷰를 통해 R1은 평소 초등 KSL 학습자 대상 교육에서 중점

을 둔 부분은 어휘 교육이라고 답하였다. 

“저는 사실 어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이 알아야 해요 애들은. 단어 많이 알

고 뜻 많이 알고. 다 체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문법으로 하듯이는 아닌거 같

애요. 그래서 그렇게 체득하는거 같아요 초등학생은”(#R01KEKSL)

 이와 비슷한 경향으로 초등교사인 채점자 R5는 1년의 한국어교육 경력과 16년의 

초등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KSL 평가 경험은 적지만 다수의 국어 평가 경험을 

가진 채점자다. 해당 채점자는 어휘의 양을 근거로 수험자의 숙달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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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상반되는 경향으로 채점자 R2는 6년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

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점자는 응집성 있는 

내용 구성을 기준으로 수험자의 숙달도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성인 학습자를 주로 

교육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채점자 R4 또한 한국어 교육 경

력 중 성인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이 많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고급 학습자로 판단

된 경우에는 내용 구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도 채점

자 R3과 R6은 초등교육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자 R1과 R5와는 다른 숙달

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채점자 R3은 중국 국적의 학습자들이 많은 학교에 

근무한 경험을 통해 조사 사용과 억양을 기준으로 수험자의 숙달도를 판단하였으

며, 채점자 R6은 발화는 가능하나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주로 교육

한 경험을 통해 발화의 양과 길이라는 말하기 숙달도 판단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채점자들은 각기 다른 교육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는 수험자들의 한국어 숙달 정도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자의 수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

구되나 일부 채점자들은 형성평가와 성취도 평가의 채점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초등학교급의 특성상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형성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령기 KSL 학습자를 주로 교육한 채점자의 경우는 형성평가 방식에 익숙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

는 채점자는 성취도 평가 방식에 익숙하여 본 연구의 평가에서 성취도 평가의 채점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점자의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실제 KSL 교육 현장에서 KSL 교사는 형성평가 

외에도 한국어 학습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학습자의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가늠하며, 진단·보정 도구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여 피드백을 제공

하는 등 KSL 학습자의 수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채점자가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면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와 이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KSL 교사의 이

전 교육 경험이 채점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평가 목적에 따른 적합한 평

가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KSL 채점자의 이전 경험을 확인하고, 채점자가 형성한 사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채점 과정 분석이나 인터뷰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은 채점 

경향을 수치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채점자의 채점 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점 결과로 산출된 점수를 통해 경향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치로 나타난 채점 경향만

으로는 채점 경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채점자의 채점 실행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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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의 분석을 통해 채점 과정에 

영향을 주는 채점자의 이전 경험과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채점자가 자신의 채점 과정을 분석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내재한 준거 인

식과 적용 방식을 성찰하여 수험자의 숙달도나 준거에 따른 편향을 줄일 수 있으

며, 채점자가 실제 채점에서 준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가 인식하는 숙달도 판단 기준과 교육 및 평가 경험 등

을 확인하여 편향을 유발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점 준거에 대한 사전 이

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3. KSL 평가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은 단순히 신뢰도 높은 채점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이 아닌, KSL 교사를 전문성을 가진 주체로 보고 균형 잡힌 평가자 정체성을 갖춘 

교사-평가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KSL 교사들

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KSL 숙달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실에서 자신

만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수험자의 능력을 진단하는 등 다양한 평가 활동을 수행

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경험을 근거로 평가 도구의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림보고 얘기하면 저도 단어로 얘기할 거 같애요. 자연스럽게 나오지 쉽지 않

을거 같애요. 선생님과 아이가 대화를 한다든다, 비슷한 또래랑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여서"(#R01RDO)

"처음에 아이가 오면 이렇게 책을 좀 읽게 하잖아요?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보

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R02KEKSL2)

 자신만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평가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평가 도구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행위로 미루어 볼 때 KSL 채점자들은 평가자로서 정체성은 갖

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채점에서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고, 수

험자의 태도나 가능성과 같은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준거를 적용하는 등의 

행위는 대규모 평가에서의 채점자가 보이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KSL 채점자들의 교육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자로서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다음 [그림Ⅴ-1]과 같이 전문 채점자와 

독립된 전문가 교사 사이의 연속체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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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 평가를 대하는 평가자의 태도(positioning)(Jølle&Skar, 2020:292)

 

  전문 채점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채점자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고려보다는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독립된 교사 평가자로서의 정체성

을 가진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보다는 학생들의 동기나 학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Jølle&Skar, 2020). 주로 형성평가를 경험하거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 KSL 교사의 경우는‘독립된 전문 교사’에 가까운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판

단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평가 상황에서 형성평가의 방식을 적용하여 채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죌래와 스카르(Jølle&Skar, 2020)는 독립된 교사 평가자로

서의 정체성을 가진 채점자는 전문 채점자와는 달리 학습자의 동기나 수험자의 가

능성을 우선시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숙달도 평가의 채점자27) 

교육에서는 채점자의 정체성에 따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학

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과 평가하는 역할을 겸한다(Boraie, 2018:5293). 따라서 

교사는 총괄평가의 관점에서 공정성, 객관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의 성취에 초

점을 맞추어 성적을 부여하는 역할과 함께 형성평가의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노력과 

같은 비성취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도 겸해야 한다

(Sun&Cheng, 2014:214). KSL 교사 또한 형성평가 외에도 진단, 성취도 등 학습자의 

언어 숙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총괄평가도 담당하기 때문에 KSL 교사

의 평가자 정체성에 따른 수행 특성을 고려한 평가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KSL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자 교육은 부재한 상태로 KSL 평가는 오로지 

교사의 경험에 의존하여 실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평가에서 KSL 교사들은 평가 목

적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성평가의 방식으

로 평가를 수행했으며, 평가 경험이 부족한 채점자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채점자들은 한 준거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채

점을 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채점자들은 문항에 따라 

엄격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표III-31> 참고). 채점 준거를 구분

하지 못하거나, 인상을 바탕으로 모호한 채점을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의 경향은 초보 채점자에게 나타나는 경향으로(송민영,이용상, 2015; 김현정, 2011), 

27) 죌래와 스카르(Jølle&Skar,2020)에서는 쓰기 숙달도 평가의 채점을 담당하는 NPR(national panel of raters)

에 소속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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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SL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채점자 교육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따라서 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평가 지식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사

소통 능력과 평가 구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채점자들이 채점 준거를 바르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채점자 교육을 통해 KSL 교사가 균형 잡

힌 교사-평가자 정체성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균형 잡힌 교사-평가자 

정체성을 형성한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실행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신이 가진 

평가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가능하며 결국 학습자의 학습 촉진을 위해 자신의 

평가 실행을 조정하는 능동적인 평가 실행 주체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로써 교

사-평가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슈와 브라운(Xu&Brown, 2016)의 평가 문식성 체계를 적용한 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 체계 및 교육 목표는 다음 [그림Ⅴ-2]와 같다.

[그림Ⅴ-2] KSL 교사 대상 평가자 교육 체계 및 교육 목표

 한국어 교육 및 KSL 평가에 대한 지식 기반은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

식과 KSL 평가의 목적과 내용, 평가 방법, 그리고 채점에 관한 지식, 피드백을 제공

하는 방법,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의사소통 하는 방법, 평가 윤리 등에 관한 

지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채점 준거에 대

한 채점자의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점 준거에 대한 해석이 채점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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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채점 준거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어 평가 목적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전 교육 경험의 간섭으로 채점 과정에

서 평가 목적의 혼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채점자 교육에서

는 평가 목적에 대한 교육과 함께 평가 목적에 맞는 채점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채점에 관한 지식에서는 학령기 KSL 학습자의 수행 특

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령기 학습자의 경우,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 성인 학습자와 구분되는 언어 수행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령기 학습자

에게 익숙지 않은 채점자를 고려하여 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쓰기와 달

리 말하기의 경우 주어 및 조사의 생략과 도치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을 고려하여 채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채점자 중 초등 KSL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이 많은 채점자들은 초

등 학습자의 수행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감안하여 채점하는 모습을 보였

다. 채점자들은 교육 경험을 통해 학령기 학습자의 특성을 체득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경험은 평가 도구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평

가 상황에서는 채점 기준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의 평가 실행은 맥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과 

학교 및 기관 차원의 관행은 교사의 평가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은 평가의 목적과 방법,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 실

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학교 및 기관 차원에서의 권력 관계,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은 교사의 평가 실행에 영향을 주고,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Xu&Liu, 2009:510). 따라서 교사들이 가진 이전 경험을 통해 형성된 평

가 개념을 확인하여 제도 및 관행과의 충돌이나 수용이 일어나는 지점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교사들은 평가 결정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요구와 자신의 신념 간 균형

을 맞추면서 타협이 일어난다. 그러나 평가 문식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평가자의 의

식을 일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행에 관해 의문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평가는 채점 준거에 따라 수험자의 현재 수행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숙달도 평가로 형성평가를 주로 수행한 KSL 교사들에게는 평가 

방식과 채점 준거가 익숙지 않을 수 있다. KSL 교사들은 외부의 요소(본 연구의 평

가 방식)와 자신의 평소 신념(형성평가, 성취도 평가 방식 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행해온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본 연구의 평가 방식에 형성평가 방

식을 적용하는 등 타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요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와 함께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평가 실행을 돌아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28) 이러한 과정에서 채점자가 자신의 평가 실행에 대한 

28) 본 연구에 참여한 채점자 R4는 채점 이후 자신의 평가 실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예: 
“제가 말하기 평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하면서 다시 알게 된 부분이 있었네요. 또 어떤 것을 먼
저 평가하게 되는지도요. 제 자신의 평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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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교사 학습(teacher learning)이 일어나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

다.

  KSL 채점자 교육은 전체적인 평가 실행을 돌아보는 반성적 실행 과정과 평가자 

공동체를 통한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반성적 실행 과정은 우어와 후프

컷(Woehr&Huffcutt, 1994)이 제시한 채점자 교육 유형 중 수행 차원 훈련

(performance dimension training)의 방식에 해당되며, 채점자가 스스로의 채점 과정

을 성찰하여 채점 준거의 인식과 사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반성적 실행의 

과정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평가 과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경험한 평가 목적과 방

법은 무엇이었고 학습자의 유형과 수준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했는지를 반추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평

가는 무엇이며, 자신의 인식과 제도와 기관에서의 요구가 상충한 경험을 확인해보

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과 적용 방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수행을 성찰하는 과정과 함께 평가자 공동체를 구성하

여 다른 교사들과 자신의 인식을 공유하는 워크숍 방식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우어와 후프컷(Woehr&Huffcutt, 1994)의 참조 체계 훈련

(frame-of-reference training) 유형으로 채점자들 간의 공통의 이해와 사용을 목적

으로 한다. 채점자들은 협의 과정을 통해 채점 수행에서 과제의 특성에 대한 접근

과 주관적인 채점 준거 인식을 조정할 수 있고, 평가 척도에 대한 적용의 차이를 

조정하고 정교화 할 수 있다(홍은실 외, 2020). 반성적 실행 과정에서 성찰한 자신의 

인식과 수행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타 채점자와 자신의 인식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인지적 갈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행

을 변화시킬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더불어 워크숍 과정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지

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사 간의 토의를 통해 채점 준거에 대한 상호 주

관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평가 지식뿐만 아니라 채점 과정에 관한 토의와 채점 

척도 개발이나 평가 과제 설계 등과 같은 평가 수행과 관련 활동을 통해 평가자로

서의 전문성 개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의 평가 실행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

이다(Leung, 2004:34). 따라서 KSL 교사 대상 평가자 교육은 교사 양성 단계에서부

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추수 연수까지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

능한 평가자 교육은 KSL 교사의 평가 문식성 향상과 교사-평가자 정체성 형성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KSL 교육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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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통해 학령기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에서

의 채점 경향을 파악하고, 채점자가 채점 과정 중 산출한 구어 프로토콜과 채점 후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들의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과 채점 경향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여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채점 경향과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 도구를 구안하였다. 말하기 평가의 문항 개발은 KSL 교육과정과 해

외의 학령기 학습자 대상의 말하기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말하기 평

가의 채점 척도는 KSL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과 해외의 학령기 학습자 대상 말

하기 평가의 채점 척도를 검토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총 4개의 채점 준거와 

0-5점의 6점 척도로 구성된 채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

을 통해 KSL 말하기 평가 도구의 기능을 확인한 결과, 구안된 평가 문항 및 척도 

모두 적절하게 기능하였으며, 채점자 신뢰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의 평가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KSL 학습자 15명이 수험자로 참여하

였으며, 초등 KSL 학습자를 교육 및 평가한 경험이 있는 6명의 교사가 채점자로 참

여하였다. KSL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 이후 채점자가 수험자에게 부여한 점수와 

함께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 중 떠오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구어 프로토콜을 수집

하였다. 채점 이후에는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채점자들의 이전 경험과 준거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KSL 말하기 평가에서의 채점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국면라쉬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채점자들은 모든 채점자가 0 로짓 이하에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개별 채점자들의 엄격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부의 채점자는 특정 점수에 대한 집중경향성을 보였으며. 모든 준거에 동일

한 점수를 부여하여 후광성을 보인 채점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편향) 분

석을 통해 특정한 수험자, 준거, 문항에 편향을 보인 채점자를 확인하였다. 수험자

와 채점자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모형의 예측보다 엄격

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한 경향을 보인 채점자가 있었

으며,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채점자도 확인하였다. 채점 준거와 채점자의 상호

작용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준거에는 모형의 예측보다 관대하였고, 언어 사용 준거

에는 모형의 예측보다 엄격한 경향을 보인 채점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채점자가 채점 과정 중 산출한 구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채점 과정 분

석을 실시하고, 채점 경향이 나타난 채점 사례를 중심으로 채점 과정을 살펴보았다. 

채점 과정을 통해 한 채점자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게 엄격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

자에게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채점에서 내용 구성 준거를 

근거로 다른 준거의 수행에 엄격한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 숙달도 수험자에게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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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성 준거의 수행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행 준거에 관대한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해당 채점자는 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채점자는 내용 구성 준거를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수험자의 내용 구성 수행에 집중하였고, 이에 대한 인상이 다른 

준거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어 수험자 숙달도에 따른 상반된 엄격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채점자는 높은 숙달도 수험자의 상호작용 

준거 채점에서 문법적 정확성이나 내용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게 채점

하고,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채점에서는 반응만으로도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내용 구성 준거의 수행에 대한 인상을 토대로 엄격하게 채점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3점에 대한 집중경향을 보인 채점자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의 수행을 평

가할 때‘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3점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채점자는 점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수험자의 발화가 적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

우,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1-2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낮은 숙달도 수험자에

게 관대한 점수인 3점을 부여하여 집중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과정

에 대한 모니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채점자 특유의 관대한 경향 또한 집중

경향성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채점자는 채점 과정에서 자신감과 

같은 태도나 가능성, 예후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수험자의 현재 수준에 대한 판단

이 목적인 숙달도 평가 상황에서 형성평가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 목

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광성을 보인 채점자는 수험자

가 산출한 어휘의 양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행을 채점한 후 모든 준

거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 분석을 통해 채점자가 

준거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점수를 부여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채점 경향과 채점자 과정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KSL 말하기 평가 채점에서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과 적용 방식으로 인해 채점 경

향이 나타날 수 있다. 동일한 채점 준거의 점수 결정에서 채점자마다 집중하는 요

소가 달리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채점 경향으로 나타났다. 언어 사용 준거의 

채점에서 어휘 사용보다 문법 사용에 집중했을 때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졌으며, 어

휘와 문법의 적합성보다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에 집중한 경우에도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졌다. 낮은 숙달도 학습자의 수행은 단어와 구 수준의 발화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높은 숙달도 학습자 또한 어린 연령의 L2 학습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한된 문장 수준의 발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점자가 수험자 수행에

서 어휘 사용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질 있으나, 문법 사용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어휘와 문법의‘다양

성’은 채점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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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채점자의 내적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내용 구성 준거의 채점에서는 다수의 채점자가 채점 경향을 보였다.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내용 구성 준거를 KSL 숙달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 채점자는 수험자

의 수행 중 내용 구성 여부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인상이 다른 준거의 판단

에 영향을 주어 채점 경향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준거의 채점에서 채점자들은 수

험자의 발화가 짧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상

호작용 준거 중 ‘반응의 적절성’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채점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채점자의 이전 경험이 채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채점자의 교육 경험으로 인해 채점 과정 중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

어 나타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다국면라쉬모형 분석 결과 모두 0 로

짓 이하에 위치하여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며, 채점 과정에서 수험자의 가능성을 판

단하고 언어 숙달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으며, ‘노력’,‘자신감’,‘적극성’과 

같은 수험자의 태도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KSL 학습자를 교육

한 경험이 있는 채점자들은 KSL 교육 현장의 특성상 형성평가를 주로 수행했기 때

문에 채점 상황에서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주로 학령기 KSL 

학습자를 교육한 채점자들의 경우는 어휘의 양과 같은 KSL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내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학령기 학습자의 수행 특성을 민감하게 감

지하여 수험자의 언어 수행이 아닌 어린 연령을 근거로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채

점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슈와 브라운(Xu&Brown, 2016)의 평가 문식성 체계를 

적용하여 KSL 평가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KSL 채점자 교육은 KSL 말

하기 평가의 채점 준거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채점자가 이전 경험을 통해 형성

한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평가 도구에서 의도한대로 채점 준거를 해석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채점 준거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수행은 무엇이고, 평가 과제에 따라 산출이 기대되는 응결 장치나 문법 형태는 무

엇인지 예시를 제공하여 채점자들이 집중해야 할 요소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KSL 채점자의 경험을 확인하고, 채점자 스스로가 자신의 

채점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점 과정 분석을 통해 KSL 교사는 이전

에 습득한 지식, 교수 학습 경험 등을 통해 학습자의 숙달도 판단 기준을 내재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점자의 채점 실행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채점 과정의 분석을 통해 채점에 영향을 주는 채점자의 교육 경험과 채점 

준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채점자가 자신의 채점 

과정을 분석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내재한 준거 인식과 적용 방식을 성찰하여 수

험자의 숙달도나 준거에 따른 편향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채점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채점자가 인식하는 숙달도 판단 기준과 교육 및 평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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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등을 확인하여 채점 경향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KSL 평가자 정체성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KSL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평가 지식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과 평가 구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채점자들이 채점 준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채점자 

교육을 통해 KSL 교사가 균형 잡힌 교사-평가자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균형 잡힌 교사-평가자 정체성을 확립한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실행

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신이 가진 평가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며 결

국 학습자의 학습 촉진을 위해 자신의 평가 실행을 조정하는 능동적인 평가 실행 

주체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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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1
채점 장소는 조용한 방이나 독립된 공간이며, 다른 사람이나 소음의 방해

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2 컴퓨터와 헤드셋, 이메일로 전달받은 채점용 음성 파일을 준비합니다.

3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표를 준비하고 채점 폴더를 엽니다.

4 녹음기를 실행하고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5
준비가 되었으면 폴더별 문제 순서에 따라 채점과 구두 보고를 시작합니

다.

6 먼저 학습자의 응답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보고합니다.

7
학습자의 응답을 모두 들은 후에 모든 채점 영역 별로 점수를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을 말로 보고하고, 결정한 점수는 엑셀파일에 기록합니다.

8 같은 방식으로 폴더의 1-4번 문제에 대한 수험자의 응답을 채점합니다.

9

채점 중간에 쉬거나 일정으로 인해 여러 번에 나누어 채점을 하실 경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모두 기록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폴더별 

채점 중간에 채점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부록1>

< KSL 말하기 평가 연구 참여 방법 안내 >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선생님께서 말하기 시험을 채점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

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말로 표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를 통해 전달받은 음성 파일들을 채

점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생각을 모두 소리 내어 말씀해주십시오. 가

능하면 녹음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말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채점 중에

는 시험에 사용한 문제와 채점 기준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료는 참고

할 수 없습니다. 수험자의 응답을 들은 후에는 기억을 하면서 채점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억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설명하기 보다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겠

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구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의 참여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손수수 올림

채점 과정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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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ating tendency and rating process 

in the KSL speaking assessment

Sohn, Sus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ating tendencies in school-age KSL speaking 

assessment and to derive useful implications for KSL rater training by identifying 

factors in the rating tendencies through oral protocols analysis and interviews 

conducted after rating. 

 In speaking assessment, the rater i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assessment result, and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can be secured only when 

the raters' reliability is secured. Rater training is also an essential factor in 

assessment validity. Unlike other assessments, the speaking assessmen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rater listens to the test takers' performance 

and score through their memories, so the judgment can vary depending on the 

test takers' performance that the raters pay attention to and remember. In 

addition, because raters judge test takers' performance on the basis of rating 

criteria, their judgement may vary depending on how the raters perceive and 

apply the rating criteria, which may interact with the test takers' proficiency 

lev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tems. The speaking assessment for 

school-age KSL learners is conducted in a small classroom assessment, mainly by 

Korean instructors and teachers in charge of Korean classes, and the assessment 

results serve as a basis for future decisions such as promotion or return to 

primary classes. Teachers who judge KSL learners' abilities mainly perform their 

roles as educators, so rater training is necessary to diagnose learners' abilities and 

to perform their roles as raters who provide accurate scores and feedback. 

Despite the teachers' judgment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assessment result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KSL teachers' rating practice. In response,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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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s on the rating practice of the raters in the speaking assessment for KSL 

learners. 

 To explore the rating tendencies and the rating process of the raters, the 

speaking assessment tool for KSL learners was devised and confirmed so the tool 

worked appropriately through classical test theory(CTT) and item response 

theory(IRT). In the assessment of this study, 15 KSL learners from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as test takers, and six teachers with experience in educating 

and evaluating elementary KSL learners participated as raters. After the speaking 

assessment for KSL learners, the rating process report was collected in which the 

raters verbalized their thoughts during the rating process, along with the scores 

given to the test-takers. After rat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aters' previou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rating criteria. 

Multi-facet Rasch Model(MFRM)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ating 

tendencies in KSL speaking assessment. This showed that all the raters tended to 

be generous overall a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verity among individual 

raters. Some raters tended to concentrate on a particular score, and one of the 

raters gave the same score to all the criteria, showing halo. Interaction analysis 

identified raters who showed bias according to items, test takers and criteria. 

 Next, based on the verbal protocols produced by the raters during the rating 

process and the raters were interviewed to find out their perception of rating 

criteria and previous experi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erbal protocols and 

interview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severity between the raters 

was due t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rating criteria. The raters, who 

showed a tendency to be severe to low proficiency test takers and lenient to high 

proficiency test takers, judged the proficiency of KSL learners based on the 

cohesion of contents. Therefore, the rater focused on the cohesion of contents 

during the test taker's performance, and the impression of this affected the 

judgement of other criteria. The rater who showed the opposite tendency scored 

the high proficiency test takers more severely by considering additional criteria 

such as grammatical accuracy or cohesion of content. We also found cases of 

harsh rating based on impressions of the performance of cohesion. The rater who 

tended to focus on middle scale, tended to give three points, referring to 

subjective criteria such as 'possibility' when rating the performance of test t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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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ow proficiency. The central tendency of the rater could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applying subjective criteria to determine the test takers' performance. 

Moreover, the fact that the rater felt her rating process was being monitored and 

the lenient tendency of the rater was also attributable to the central tendency. In 

addition, the rater frequently referred to the test-taker's "possibilities" in the 

rating proces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mixed perceptions of 

assessment purposes by using the formative assessment method in the context of 

proficiency assess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ating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er who showed halo gave the same score to all criteria 

based on the impression of the amount of vocabulary produced by the test-takers.

 At the end, this study derived implications for training KSL raters through the 

analysis of rating tendencies and processes, and the goal of KSL rater train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vised a speaking assessment tool for KSL 

learners to conduct a speaking assessment for real-world KSL learners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rater training through the practice of KSL teachers.

Keyword: speaking assessment, assessment for KSL learners, rater, teacher rater, 

Multi-facet Rasch Model

Student Number: 2018-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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