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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 영향을

살피고,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하여 채점

양상과 그에 따른 채점자 요인을 규명하여 채점자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

하는 것이다.

기존의 채점자 연구들은 주로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라 그룹을 설정한

후, 채점자의 고유한 경향성(tendency)인 엄격성과 채점자의 적합도에

대한 MFRM 분석의 logit값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채점자

배경 요인을 동일하게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채점자 간의 엄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며(김지영·원미진, 2018),

채점 상황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채점자 요인 중에는 채점자 배경 요인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BaRaoiu, 2007). 이는 채점자 배경 요인 외에도 채점자의 채점 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채점자 요인들이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구체적으로 살펴 채점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들

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점자 배경 요인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

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성준, 2019).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

적인 실천 중의 하나로 쇼와 위어(Shaw & Weir, 2007) 등의 연구에

서 언급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

다. 이를 위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수집하여 MFRM 분석 결과

보고된 채점자 영향의 원인이 되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 양상을 살펴보

고, 그에 대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채점자 배경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채점자 교

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Ⅱ장에서는 제 2언어 쓰기

평가의 특징과 쓰기 평가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밝힌 후, 쓰기 평가에서

의 채점자 요인의 중재적 성격을 논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쓰



- iv -

기 평가에서의 가상의 채점자 중재 과정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채점 과

정에서 채점자가 기타 채점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 사이를 중재하는 채점의 주체자임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쓰기

평가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는 쓰기 평가 채점자의 인지 과정에 따라서 채점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쓰기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가설적인 모형이며,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의 코딩 및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

에서는 채점자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이미지 형성 및 표상화’ 단계와

‘점수 결정’ 단계의 두 단계를 오가며 채점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 상황 속에서 채점자의 채

점 수행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중·고급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자유 작문

쓰기 평가 문항을 구안하였다. 이후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학

부 소속 한국어 학습자를 각각 5명씩 모집하여 한국어 쓰기 답안을 수

집하였다. 또한 채점자에게 수험자 쓰기 답안을 채점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 구인을 선정하고, 분석적 채점 방식과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한 채점 기준표를 제작하였다. 또한 기술어(discriptor)를

제시함으로서 본 연구의 채점자들에게 채점 기준을 완성하였다.

채점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대학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교사 채점

자 6명을 모집하였다. 채점자들의 경력은 1~2년차 3명, 4~5년 차 2

명, 10년차 이상 1명으로, 본고에서 구안한 쓰기 문항에 응시한 수험자

의 쓰기 답안 10개를 대상으로 완전 교차형 채점을 수행하였다. 채점자

들에게 제공한 채점 기준표는 총 5개 평가 범주에 해당하는 11개의 채

점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총 660개의 채점 수행 결과가 수집되

었다. 자료의 통합적 분석을 위해 채점자들은 채점을 수행하며 동시에

채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을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verbal

protocol report, Ericsson & Simon, 1993)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약 10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 자료는 모두 전

사되었으며, 채점자 요인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코딩되었다.

쓰기 평가 채점 과정에서의 채점자 요인의 분석에 앞서서, 먼저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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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MFRM 분석을 통해 채점자 영향을 파악하였

다. 분석 결과는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4)를 바탕으로

한 ‘채점자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채점자

의 채점 수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리한 결과,

채점자 일관성의 부족, 채점자 관찰 점수와 MFRM의 조정 점수의 잔

차, 무작위성과 후광성과 같은 주관적인 척도 점수 활용의 가능성, 채점

자별 신뢰성이 떨어지는 채점 척도의 활용 보고, 채점자 개별 수준의 집

중 경향성, 채점자 집단 수준의 집중 경향성,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에

관련된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MFRM 분석 결과에 따라 보고된 채점자 영향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상황에 대한 채점자 프로토콜 분석(VPA)을 실

시하여 각 채점자 영향에 대한 채점자의 채점 수행 양상을 살펴보고, 해

당 양상을 일으킨 채점자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채점자

들의 채점 당시 채점 결과 자료와 함께 채점 과정에 대한 사고 구술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언어 프로토콜 형태로 텍스트로 전사되었다.

전사된 텍스트는 분할 및 분절되어 채점 과정 단계별 코딩 체계에 따라

코딩되었다. 이후 채점 수행의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채점자 요인을 분석하였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 채점자의 채점 일관성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 수험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점수 결정 스타일,

채점 기준에 의존하는 채점 근거 적용 스타일, 높은 수준의 수험자에 대

한 엄격한 채점 스타일이라는 채점자 인지 스타일 요인이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집중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 중앙값을 피하

려는 점수 결정 스타일, 최하점을 피하려는 점수 결정 스타일이 보고되

었으며, 무작위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는 보상적 채점에 대

한 집념과 채점 근거 부재로 인한 인상 중심의 채점이라는 인지·심리적

요인이 보고되었다. 후광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는 언어적

오류에 대한 민감성과 채점 기준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이라는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이 보고되었고, 편향적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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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채점자 집중력 요인과 쓰기 답안에 대한 선호도라는 채점자 요

인이 보고되었다.

MFRM 분석을 통한 채점자 영향과 그에 대한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의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 교육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채점자 교육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채점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서의 채점자 배경

요인과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배경

요인에 관한 논의로는 경력에 대한 논의가 있다. 5년 차 이상의 채점자

들은 ‘글의 구성’ 채점 기준에 대한 집중 경향성을 보였고, 5년 차 미만

의 채점자들은 ‘언어 적절성’ 채점 기준에 대한 집중 경향성이 보였다.

이에 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5년 차 이상의 채점자

들은 하향식 읽기 방식을 위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접근하고 있었으

나,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은 상향식 읽기 방식을 위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 결과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이 글의 조직

과 관련된 채점 기준을 더 유심히 채점한 반면, 5년 차 미만의 채점자

들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채점 기준을 더 유심히 채점하면서 각각 상대

적으로 더 엄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경력 채점자들이

텍스트 이미지 구축 과정에서 수험자 쓰기 답안의 미시적인 특징에 집중

하다가 전체적인 특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향식 읽기 방식도 채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채점자 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 변화에 따른 엄격성의 유지 실패 양

상이 1~2년 차의 저경력 채점자들에게서 크게 보였으며, 4~5년 차의

중경력 채점자들과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채점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엄격성 유지 실패 양상을 줄이

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별로 중요하게 작용

하는 채점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경력 채점자들

에게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집중해야하는 채점 기준을 교육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채점자 경력 요인으로 인한 평가 참조틀(framewor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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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ing)의 구성에서의 차이를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활용한 채점

수행의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음을 논의하였

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 보고된 채점 근거 부재의 인상 중

심의 채점, 채점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점 근거 적용, 보상적 채점

에 대한 집착과 같은 채점자 요인은 모두 저경력 채점자들에게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채점자의 채점 관련 스키마 요인으로 인한

채점 기준틀 구성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같은 채점 상황

에서의 고경력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채점자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에 따른 논의로는, 균형 있는 척도

점수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채점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채점자들에게서는 중앙값을 피하고자 하는 점수 결정 스타일 요인으로

인한 불균형한 척도 점수 활용이 보고가 되었다. 본 연구의 채점자들 가

운데 중앙값인 3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는 한 명밖에 보고되지 않

았다. 오히려 중앙값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2점과 4점에서의 과적합·부적합한 척도 활용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기존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4)에서 보고한 중심

경향성과는 다른 연구 결과이다. 또한 최저점을 부과하지 않는 점수 결

정 스타일도 보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불균형한 척도 활용은 다른 척도

점수의 부적합과 과적합한 척도 점수 활용으로 이어지므로, 균형 있는

채점 척도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채점 관련 스키마 요인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분석 결과, 채점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구인이 다를 수 있으며,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따른 주관적 척도 점수의 활용

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

점 실시 이전에 충분한 채점자 사전 협의를 통하여 채점 기준 활용을 구

체적으로 논의하는 채점자 조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회 언어

학적 기능과 관련된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 및 해석에서의 유동성이

더욱 크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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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채점자 집중력 요인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가장 큰 채점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채점

자는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채점자였다. 공식 채점자 훈련의 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적합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도 양호했던 채점자임에도,

MFRM 분석 결과 관찰 점수와 조정 점수의 잔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며 가장 큰 채점자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관한 원인

을 추적한 결과, 특정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 상황에서 채점자 집중력

요인으로 인하여 편향적 채점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험자 전체 순

위의 판도가 바뀌었음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채점자의 경력이 높고

훈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요인에 의해서 채점자에게 치명

적인 실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채점자가 집중력을 가지고 채점에 임할 수 있

도록 채점 상황에서의 맥락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쓰기 평가의 채점자 중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채점 수행에서

발생하는 채점자의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채점자 요인을 살펴본 연

구다. 채점자들의 쓰기 평가 결과에 대한 MFR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활용하여 그 양상을 밝히고, 채점자 인지·

심리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키워드: 한국어 교육, 쓰기 평가, 채점 경향, 채점 과정, 다국면 라쉬

모형, 사고 구술, 채점자 교육, 채점자 훈련

학번 : 2018-2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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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는 주로 교실 현장에서의 한국어

교사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는 정식으로 채점자 교육 및 훈

련을 받지 못했으며 교실 현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적 기준을 정립

해서 평가 상황에 적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대단위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로서 출제 기관의 채점자로서 채점자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

고서는, 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체계화된 한국어 쓰기

평가 채점자 교육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에 대한 채점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

은 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계속 있어 왔지만(주세형, 2013; 박영민,

2011; 오세영; 2014), 한국어 교육에서는 수험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유 작문을 활용한 쓰기 수행 평가가 차지하는 실제적

인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채점자 교육 과정의 개발이 더욱 시

급하다. 지금껏 한국어 교사들은 적절한 채점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교

육 현장과 평가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로 인해 초보 한국어 교사들의 쓰

기 평가 채점 결과로 인한 부정적 환류는 고스란히 학습자의 몫이 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채점자 교육의 내용 탐구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

으로 진행되었다.

쓰기 수행 평가(writing performance test)는 학습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채점자 중재 평가(rater mediated

assessment, McNamara, 2000)이다. 이는 쓰기 평가의 모든 채점

(scoring) 과정에 채점자가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의미로 제2언어 쓰

기 평가 분야에서는 1970년대 초에 채점자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시작

되었다. 린나커(Linacre, 1989)에 의하면, 수행평가에서의 채점 결과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험자의 수준, 문항의 난이도, 채점자의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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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채점 기준이 있다. 쓰기 평가의 채점자는 수험자 쓰기 답안과 점수

를 연결하는 주체자이며, 위의 요인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채점자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체계적인 채점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채점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채

점자의 주관성이 쓰기 평가의 채점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

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쓰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

과가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채점자 배경 요인에 관한 연구와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채점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종래의 연구 결과들이

채점자를 위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세부적으로 조명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채점자 요

인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한국

어 쓰기 평가에서 체계적인 채점자 교육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며, 둘째는 지금까지의 채점자 연구의 주요 흐름이었던 채점자 배경 요

인에 관한 연구와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깊이 있게 해

석하기 위해서는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필

요하다는 점이다.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채점 결과의 양상에 대한 정

보나, 채점 경향에 대한 정보, 채점 과정에 대한 정보는 채점자들의 채

점 결과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일 뿐, 구체적인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자

의 인지적·정의적 상태를 담지 못하므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해당 정보는 채점 결과에 대한 단순 피드백 이상의 체계적인 채점자 교

육 및 훈련 내용의 정립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다.

제2언어 교육 과정 개발 단계에 관한 브라운(Brown, 1995)의 모형에

서는 교육 대상의 요구 분석과 교수 학습의 목적 및 목표 설정을 가장

우선적인 단계로 두고 있다. 이때 요구 분석은 단순한 학습자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목표 상황에서 교육 대상

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목표 요구(target needs)를 포함한다

(Hutchinson & Waters, 1987). 위의 개념을 채점자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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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한다면, 채점자 교육의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점자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이는 채점 상황에서 채점자에게

요구되는 숙달도의 수준에 대한 목표 요구가 명확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채점자가 목표 수준에 비해서 어떤 결여

(deficiencies)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결여를 채우기 위해 개별

채점자들이 채점 상황에 따라 신뢰도 있는 채점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

여 어떠한 교육적 필요(necessities)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살펴보며 그 채점 양상

에 따라 채점자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예비 교사들, 초보 교사들이 지금과 같이 체계적인 채점자 교육

을 받지 못한 채로 한국어 교육과 쓰기 평가 현장으로 투입되는 일이 계

속되면, 교사들은 현재와 같이 스스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름의

평가 스키마를 형성하며 쓰기 채점을 숙달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많은 시

간이 걸리며, 스스로 채점 경험을 쌓는 동안 채점자의 부정적인 채점 습

관이 굳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초보교사들의 채점 오류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고스란히 학습자의 몫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 환류 효과는 제2

언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을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쓰기 평가에 나타난 채점 경향의 원인이 된 채점 양상에 대한 탐

구를 바탕으로,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채점자 교육 및

훈련 내용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 4 -

선행연구와 Ⅱ장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 과제>

1.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요인의 작용을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채점 과정에서의 채점자 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한다.

2. 문항 반응 이론의 다국면 라쉬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채점 결과에 나타난 한국어 쓰기 평가 채점자의 채점자 영향을 해석한

다.

3. 채점자 영향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관한 언

어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채점 수행 양상에 따른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

인을 분석한다.

4. 분석 결과를 채점자 배경 요인과 함께 논의하며 한국어 쓰기 평가에

서의 채점자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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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연구는 주로 채점자 신뢰도 제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첫 번째

는 채점자 배경에 따른 채점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다. 이는 채점

자들의 배경 요인에 관한 연구로, 채점자들의 교육 경력, 원어민 여부,

성별, 채점자 훈련 여부, 평가 효능감 등에 따른 채점 결과의 차이를 살

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채점자 배경 요인을 통제하여 채점자를 모

집한 후 그룹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채점 결과인 점수의 차이에 대한 통

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거치거나, 다국면 라쉬 모형을 활용한 채점 경향

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논의에서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차이가 채점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두 번째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다. 쓰기 평가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탐구하여 채점자의 인지 과정 모형을 세우거나, 채점자가

주목하는 쓰기 답안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채점자 인지 스타일과 채점 전

략에 따라 채점자를 유형화하는 연구이다. 시선 추적이나 사후 인터뷰와

같은 연구 방법도 있지만, 국외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을 사고 구

술로 살펴보는 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2.1.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영향 연구

(1)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채점 결과 비교 연구

채점자의 배경 요인에 따라 채점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 중에

서 원어민 여부, 교육 경력, 채점자 훈련 경험 등의 요인이 중요한 채점

자 배경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원어민 여부는 채점자 배경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배경 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을 비교한 다

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코바야시(Kobayashi, 1992)는 영어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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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가 일본인 영어 L2 학습자의 쓰기 답안을

채점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어민 채점자가 비원어민 채점자

에 비해서 문법적인 정확성을 더 엄격하게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적 정확성과 글의 구조를 더 관대하게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밍 외(Cumming et at, 2000)도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

의 채점 수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어민 채점자는 내용이나 수사학

적 구조, 언어 표현을 쓰기 답안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반면에

비원어민 채점자는 문법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쓰기 답안의 내용과 구조

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쉬(Shi, 2001)는 원어민 채점자는 척도 점수의 활용도 고르게 분산된

반면에, 비원어민 채점자들에게서는 특정 척도 점수에 대한 집중 경향성

이 나타났다. 또한 원어민 채점자는 어휘 평가 범주에 대한 피드백을 더

중시하였고 비원어민 채점자는 글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더 중

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Choi, 2000)는 영어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에게 두 가

지 쓰기 과제에 대한 수험자의 쓰기 답안을 채점하도록 하였다. 영어 원

어민 화자가 채점 기준표의 어휘 평가 범주에서 비원어민 화자보다 더

엄격하게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점자 훈련도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쇼하미 외

(Shohamy et al, 1992)는 교육 경력과 훈련이 채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경력과 훈련이 채점의 엄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

지만, 채점자 신뢰도에는 경험보다 훈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밝

혔다. 위글(Weigle, 1994)에서도 채점자 훈련을 연구하였는데, 채점자

의 엄격성이나 관대함, 개인적 편차는 제거되지 않았지만 채점자의 신뢰

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원어민 여부, 교육 경력, 채점자 훈련 경

험 등의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

다. 특히 영향이 강한 배경 요인으로는 원어민 여부, 교육 경력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다. 채점자를 배경 요인에 따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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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의 채점자 배경 요인들이 유사한 경우에는 더 세부적으로 채점자

의 배경 요인에 따라서 구별하여 채점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이창수,

2014).

하지만 이와 같은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라 채점 결과를 구분했다고 하

여도, 그러한 구분이 쓰기 문항별, 채점 기준별, 쓰기 답안별 상이한 채

점 상황을 담지 못하므로 채점 결과를 다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

는 관점이 생겨났다. 따라서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를 동일한 척도 상의

점수로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후 문항 반응 이론(IRT)의 다국면 라

쉬 모형(MFRM)을 통해 이와 같은 점수 조정이 가능해지며, 쓰기 평가

의 채점자 연구에서 다국면 라쉬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다

음 절에서는 다국면 라쉬 모형과 관련된 채점자 영향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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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면 라쉬 모형을 활용한 채점자 영향 연구

고전 검사 이론을 활용한 채점 결과 분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

면서, 대안으로 문항 반응 이론의 라쉬 모형을 활용하여 쓰기 평가의 채

점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라쉬 모형은 조지 라쉬(Rasch,

1980)가 제안한 모형으로,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수험자의 추측을

각각 모수로 확률적인 계산이 가능한 모형이다. 이때 쓰기 평가와 같은

수행 평가의 상황에서는 문항 난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채점 결

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국면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

여 채점자, 채점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다국면 라쉬 모형(MFRM)으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린나커(Linacre, 1989)이다. 이후로 MFRM을 활

용한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미포드와 울프

(Myford&Wolfe, 2004)는 채점자의 내적 경향성에 집중하는 관점을

취하여 MFRM 분석을 통해 채점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채점 결과에 대한 채점자의 엄격성(severity)과 관대성(leniency)과 함

께 적합도를 통한 채점 일관성, 채점 척도 활용에 대한 분석을 통한 후

광성(halo), 무작위성(randomness), 중앙 집중화 경향

(central-tendency), 편향성(bias)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

적으로 채점자가 주어진 척도 점수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엄격성이나 관

대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채점자 경향성(tendency)이 활용된 바 있으며

(Kondo-Brown, 2002; Lumley & McNamara, 1995;

McNamara, 1996), 채점자 특성으로 인해 채점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해석을 채점자의 영향으로 종합하여 이성준(2019)에서

는 ‘채점자 영향(rater effect)’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현숙(2008)은 논술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 설계 방식과 채점자 특성

이 채점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피험자의 진점수를

기준으로 각 채점 결과의 정확성을 비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채점자간 엄격성 차이가 크고, 채점자내 일관성

수준이 낮아도, 라쉬 보정의 방식을 활용하면 채점의 정확성을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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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에, 국내 채점자 연구에서의 MFRM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쓰기 평가 채점자들의 언어적 배경 요인에 따른 MFRM 분석 결과도

있다. 제효봉·정배흔(2017)은 쓰기 채점 결과에서 채점자의 언어적 배

경에 따른 채점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MFRM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채점자의 모국어에서 익숙한 구성의 방식이면 더 관대하게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원어민 채점자의 경우 학생의 맞춤법, 단어와 문법

의 정확성을 기준을 채점하는 경우가 많고 글의 조직 구성의 측면을 놓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법영역보다는 구성 및 표현 영역에서 채점자의

엄격성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자 배경 요인 가운데 교육 경력에 대한 MFRM 분석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박영민, 최숙기(2010)은 중학생의 설명문에 대한 국어 교

사의 쓰기 평가 결과를 라쉬 모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국어교사의 성

별과 경력을 채점자 배경 요인을 두고 채점 결과에 나타난 엄격성과 일

관성을 분석하였다. 68명의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35편의 중학생의 설명

문을 채점하도록 한 결과, MFRM 분석에서 국어교사 10명이 부적합으

로, 국어교사 22명이 과적합으로 보고되었다. 이때 성별에 따른 일관성

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엄격하게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엄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엄격성과

일관성의 차이도 유의미하다고 보고했는데, 1~5년 차의 국어교사가 엄

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성과 일

관성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숙기·박영민(2011)은 국어교사의 논설문 쓰기에서 나타난 채점자 경

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경력별 채점자 집단의 엄격성을 살펴본 결과,

1～5년 차의 국어교사 집단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11～20년 차의 집단, 6～10년 차의 집단, 20년 초과 집단의 순서로

엄격한 것으로 보고하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관대하게 채점을 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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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2012a, 2012b, 2013)은 1차 채점과 2차 채점의 방식을 달리하

여 실험한 연구인데, 분석적 채점 방식과 총체적 채점 방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이 적을수록 더 엄격한 채점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민석(2015)는 한국어 교사들의 쓰기 평가 채점을 교육 경력과 채점

자 훈련 경험이라는 채점자 배경 요인을 중심으로 쓰기 채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다. 20명의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30편의 수험

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을 실시한 결과, 채점자의 경력이 낮고, 채점

자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더 엄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채점자 경력은 일관성과 관계가 없는 반면, 채점자 훈련을 받

을수록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향적 채점이 발생한 경

우 채점자들은 모두 채점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경

력이 낮은 집단에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경력에 따른 채점 기

준별 엄격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 경력이 낮을수록 언어의 정확성 범주

에 엄격하고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관대한 경향을 보인 반면, 교육 경력

이 높은 경우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민석(2015)는 이

러한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이 채점자 훈련이나 채점자 관리의 기초 자

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채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채점 분량의 증가로 인한 채점자의 일관

성의 변화를 보고한 박종임, 박영민(2011)도 있다. 중학생의 서사문 쓰

기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험자들의 쓰기

답안을 채점한 교사들의 채점 결과를 MFRM으로 분석한 결과, 채점에

대한 채점자 자신의 학습 정도, 즉 채점 하위 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

채점 기준의 내면화, 채점 기준의 재설정, 해당 장르 쓰기 자료에 대한

채점 경험, 척도 점수의 올바른 활용 능력뿐 아니라 쓰기 자료에 대한

채점자의 주관적 선호도에 따라서도 채점 일관성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

고하였다.

이밖에 한국어 교사의 평가 효능감이라는 정의적 요인에 따른 채점 결

과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인혜(2014)는 채점자의 평가 효능감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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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는데, 39명의 한국어 교사들

을 대상으로 쓰기 평가 효능감을 조사한 후, 10편의 채점 결과에 대하

여 MFRM을 통한 채점자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평가 효능감

은 엄격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관성과 편향성과

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평가 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이

일관성에서 문제를 보인다거나 편향된 채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에는 MFRM을 통한 채점자 영향 분석을 활용한 피드백에 관한

연구들도 보고가 되고 있다. 곽혜윤(2017)은 6명의 저경력 한국어 교

사의 채점 과정을 ‘채점자 개별 특성 피드백’ 제공 여부를 변인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총 4차에 걸친 채점을 진행

하며 MFRM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한 피드백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채점자 요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

해석만을 피드백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거듭된 피드백의 의미를 깊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지영·원미진(2018)은 한국어 학습자 82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한국어 교사 6명의 채점 경향을 연구하였

는데, 그 결과, 채점자들은 경력, 재직 기관, 평가 경험 등 가장 대표적

인 채점자 배경 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주화할 수 있는 채점자

배경 요인 외에도, 동일한 채점 상황에서 채점 결과에 차이를 일으키는

채점자 개별 요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위의 연구들은 기존에 채점자 관찰 점수로 채점자 간의 일치도를 살펴

보는 방식으로 채점 신뢰도를 살펴보던 기존의 방식에서 진일보한 연구

들이다. MFRM을 중심으로 보다 공정한 조정 점수를 가지고 채점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MFRA를 중심으로 한 위의

연구들은 MFRM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국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

석이 불충분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김성숙, 2001).

이는 MFRM 분석으로 채점자의 영향을 파악한다고 해도 채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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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채점자의 배경 요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준, 201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배경 요인에

따른 분류는 연구에 따라서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다소 다

르게 나타났고, 동일한 배경 요인의 범주끼리 모집한 채점자들끼리도 채

점 경향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보고되었다(김지영·원미진, 2018).

MFRM 분석을 통해서는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 적합도 수치, 척도 점

수의 활용 양상 등을 측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채점자 채점 수행에

대한 수치는 전반적인 채점 수행의 총합을 의미할 뿐 각 채점 상황에서

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채점자 적합도가 나타날 수 있

는 채점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는 이 채점자가 일관성 있

는 채점을 진행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다국

면 라쉬 모형을 활용한 채점 결과 분석 중심의 채점자 연구는 채점자의

채점 경향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이 채점자가 어

떠한 채점 요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지 과정을 거쳐 그러한 채점자로

인한 영향이 나타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따라서 채점 수행에서의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질적 논

의를 더하여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 과정을

분석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2.2.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 과정 연구

국내에서는 아직 쓰기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지 않

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의 중재적 역할 대한 중요

성이 비교적 일찍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 대한 연

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채점자가 학생의 쓰기 답안의 어떠한 요소를 중

시하여 살펴보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Hayes, 1996)가 그 시작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에서 사고 구

술을 활용하도록 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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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고 프로토콜을 활용한 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 VPA)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Green, 1999).

독자(reader)로서의 채점자를 살펴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채점 과

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채점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에 의지한 분석이 시행되었고,

이것은 채점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

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탐구하여 채

점자가 쓰기 답안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 의의가 크다(Wolfe, 1997).

이후 채점자의 인지적 과정에서의 어떤 요소로 인해 채점 결과에 차이

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보이는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 수행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채점자가 채점을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텍스트의 특징 등을 살펴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Weigle, 2002).

(1) 쓰기 답안의 요소에 대한 채점자의 집중을 살펴본 연구

채점자의 읽기 과정은 채점 기준의 평가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며 텍스

트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채점자가 채점을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쓰기 답안의 특징은 채점자가 어떤 쓰기 능력을 중요시

하는지, 쓰기 답안의 특정 부분을 어떤 채점 기준과 연결하는지에 대한

지표일 수 있으며 이는 채점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박종임·박영민

2011).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쓰기 답안의 특징에

대한 주의 집중을 분석해 왔다.

쓰기 평가의 채점 과정을 탐구하면서, 쓰기 답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채점자의 집중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여러 연구

들에서 숙련된 채점자와 미숙련 채점자의 쓰기 답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집중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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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Cumming(1990)은 전문 채점자와 초보 채점자의 사고구술 프

로토콜을 분석하여 채점 수행에서의 전략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보

채점자들이 언어적 오류와 문단 구분과 같은 쓰기 답안의 표면적 특징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전문 채점자들은 수험자 쓰기 답안을 보다 종합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전문 채점자들은 채점 과정에

서 자신이 표상한 쓰기 답안의 이미지에 대한 형식화가 뛰어났으며, 자

신의 채점 수행을 보다 더 잘 성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상위 인지

적인 채점 전략이 채점에서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밝혔

다.

울프, 카오와 래니(Wolfe, Kao & Ranney, 1998)은 숙련된 채점자

와 미숙련 채점자의 쓰기 평가 채점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숙련된 채점

자들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잡아내어 보고하였으나,

미숙련 채점자들은 수험자 쓰기 답안의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함으로서

다른 채점자들과의 일치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된 채

점자들은 평가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기술어(descriptor)를 적극적으로

채점에 반영하고 활용하였으나, 미숙련 채점자들은 기술어에 나타나지

않은 표현들을 활용한 보고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휴엇(Huot, 1988)은 쓰기 답안을 채점할 때, 경력에 따른 채점자의

주의 집중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숙련된 채점자는 미숙련 채점자

보다 더 일관된 채점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채점

상황에서는 두 그룹이 모두 쓰기 답안의 내용 요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밀라노빅 외(Milanovic et al., 1996)는 채점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요인을 ‘분량, 철자, 내용, 쓰기 과제의 이해, 어휘,

문법, 글의 구조, 글씨체(가독성), 의사소통의 경제성, 문체, 구두점’ 등

11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수험장 쓰기 답안의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점자의 개인적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자들

은 쓰기 답안이 필자의 개성을 담고 있는지, 생동감이 있는지와 같은 다

양한 내용적 측면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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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밀라노빅 외(1996)는 이러한 쓰기 답안의

차이에 대한 채점자들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럼리(Lumley, 2002)는 VPA를 실시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을 분

석하였는데,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어떤 평가 범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부분에

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채점자 중재적 특징으로 인한 영향은

채점자 훈련 이후에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울프(Wolfe,1997)는 급내 상관 계수를 활용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구한 후, 그에 따라 채점자 그룹을 분류하여 능숙한 채점자와 미숙한 채

점자의 채점 수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숙련된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

에 대한 내면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읽기-근거 판단-점수 결정’으로

이어지는 채점 수행을 텍스트의 특징에 집중하여 잘 수행하였으나, 미숙

련 채점자들은 이러한 채점 기준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험

자 쓰기 답안의 단편적인 특징을 읽고 평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험

자 쓰기 답안의 거시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박종임(2013)은

MFRM 분석 결과 나타난 채점자의 적합도 수치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일관성 수준에 따라 채점자를 분류한 후 VPA를 실시하여 채점자의 채

점 수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적합이나 과적합으로 보인 채점자들

은 일부 채점 기준 이해과 적용에 난관을 보이고, 특정 채점 기준을 활

용할 때에 다른 채점 기준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수(2014)는 국내 제2언어 영어 쓰기 평가에 나타난 채점자의 편

향적 채점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국내의 연구들이 MFRM 분석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채점 과정에 나타나는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채점자에 대한 개별 피드백의 효과를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마지막 채점자 개별 피드백이 실시된

후에는 대부분의 채점자 편향이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편향의 원

인이 채점 기준 외의 요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별 피드백 이후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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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채점 수행에서의 편향이 잘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백유진(2020)는 국어교육에서의 쓰기 평가 채점자의 채점에 대한 사

고 구술 프로토콜을 살펴본 연구다. 채점자 적합도 수치를 바탕으로 일

관성이 있다고 분류된 채점자들과 부적합 혹은 과적합으로 분류된 채점

자들의 채점 수행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분석 결과 일관성이 있

다고 분류된 채점자들은 과적합 혹은 부적합의 채점 수행 양상이 보고된

채점자들에 비해서 점수 결정을 위한 채점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쓰기

답안의 수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수 결정을 위한 채점 근거

수집이 많이 보고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동수

(2014)는 쓰기 평가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사고 구술로 보고하도록

한 후 숙련된 채점자들과 미숙련 채점자들의 채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 ‘글 읽기-평가 행위-채점 행위’라는 전체적인 채점 수행의 흐름 자체

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련된 채점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간결하

게 점수 결정으로 이르는 것에 비해서 미숙련 채점자는 글 읽기와 평가

행위를 반복하며 채점이 늘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미숙련

채점자들이 내용적 측면보다 언어적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채점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된 채점자들이 ‘내용 및 과제 수행’과 ‘글의 전개 구조’와 같은 내용

관련 평가 범주에서 세부 기준을 세우는 반면에, 미숙련 채점자들은 언

어적 사용 관련 평가 범주에서 세부 기준을 세우는 양상이 나타났다.

홍은실 외(2020)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KoSTAP)의 채점자 훈련을

위한 워크숍 과정에서 나타난 채점자들의 담화 자료를 분석한 연구다.

이론적 검토, 전문가 검토,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와 같이 기존에 주

로 활용되던 타당도 검증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실제 채점자들의 점수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채점자 협의 과정을 살펴보며 수집하였고, 해

당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도 검증을 시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2) 채점자 의사 결정 스타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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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과정에서 채점자의 의사 결정 스타일(decision making style)

및 채점 전략(scoring strategy)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럼리(Lumley, 2001)에서 점수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면, 커밍 외(Cumming et al., 2001)에서는 채점 기준을 이해하

기 위한 해석 전략이나 등급이나 점수 과정에서의 판단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채점자가 어떠한 채점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 이러한 전략의 사용 양상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적

사용 양상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채점 결과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이성준, 201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부담(high stake) 시험의 쓰기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채점자들의 점수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채점 과정을 살펴

보는 여러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요인은 여전히 존

재하는 것으로 본다(McNamara, 1996; Weigle 2002; Weir

2005). 베이커(Baker, 2012)는 이때 개별 채점자들의 인식에 따른

채점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쓰기 평

가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에서의 의사 결정 스타일(decision-making

style, DMS)에 따른 채점자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말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 스타일의 차이’(Thunholm,

2004:932; Baker, 2012 재인용)를 의미한다.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이러한 채점자의 의사 결정 스타일에 따라 살펴보는 연구는 해외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연구 성과가 거

의 없는 상황이다.

본(Vaughan, 1991)은 채점자의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채점자의

유형을 나누었다. 하나의 범주에 주의를 기울이는 유형, 첫 인상의 지배

를 받는 유형, 두 개의 범주에 주의를 기울이는 유형, 감정적 반응을 보

이는 유형, 문법 지향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각 유형의 채점자들은 비

슷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텍스트의 서로 다른 특징에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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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채점을 진행하였다. 본(Vaughan, 1991)은 이러한 채점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유형이 채점 결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

용하는데, 이것이 학생의 쓰기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본(Vaughan, 1992)는 L2 쓰기 평가에서 총체적 채점 방식을 하는

채점자들을 조사하였다. 채점자의 의사 결정 스타일에 따라서 첫인상 위

주의 접근을 하는 채점자와 문법 위주의 채점을 하는 채점자들이 보고되

었는데, 채점자들은 요구 받은 채점 기준에 근거해서 쓰기 답안을 채점

하였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 결정 스타일에 따른 채점 전략을 고수

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에케스(Eckes, 2008)는 MFRM 분석을 바탕으로 채점 기준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따라 채점자의 유형을 구문 유형, 정확성 유형, 구조 유

형, 유창성 유형, 유창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유형, 논증을 중요

하지 않게 생각하는 유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파악한 후, 각 유형에

따라 채점 기준의 중요도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데레머(DeRemer, 1998)는 채점자마다 채점 과제에 대한 해석이 다

르다는 것을 밝혔는데, 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인상 기반 채

점, 채점 기준 기반 채점,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징 기반 채점으로 나뉘

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채점자 요인이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채점 단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백유진(2021)은 논설문 쓰기 답안에 대한 국어교사의 채점 편향을 살

펴본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MFRM 분석이 일관성에 집중하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채점 결과에 대한 채점자 적합도나 채점 경향 수치

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별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 수행의 원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채점자의 편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

라 MFRM 분석 결과 보고된 채점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

점자들의 채점 수행에 대한 사고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채점 과정

에서의 채점 수행 양상을 채점자의 인지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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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편향이 보고된 원인에 대한 언어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였다.

채점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채점 수행 중 쓰기 답안

에 대한 채점자의 집중을 살펴보는 연구와 채점 기준의 활용 양상과 같

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이렇게 실제 채

점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채점 수행을 질적으로 연결 짓는 연구

는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연구 설계도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 영향의

원인을 채점 과정에서 확인하려는 인과 모형의 구조가 아니므로, 구체적

으로 채점 과정에서의 어떤 요인으로 채점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를 규명

한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분류가 모든 채점

자 요인을 설명해주지는 못하며(Lumley, 2002), 채점자의 채점 수행

에는 채점자 개별 성격 특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Myford and Wolfe, 2004),같은 채점 과정에서의 채점자 인

지·심리학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

지금까지의 선행 논의들을 종합하면, 채점자 배경 요인이 채점자의 채

점 수행 중에 쓰기 문항, 채점 기준 등과 같은 다른 채점자 외적 요인들

과 상호작용하면서 채점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합의를 한 것으

로 보인다. 특정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자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채점자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향

후 제2언어 쓰기 평가 연구가 보다 나은 채점자 교육 및 훈련의 개발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채점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연구들

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채점자 교

육 및 훈련에 적용하여 채점자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점 과정에서

의 주관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홍은실 외, 2020).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MFRA의 결과를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는, 채점자와 쓰기 평가의 다른 채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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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며 이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대한 질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

다. 특히 채점자는 채점 기준을 활용하여 쓰기 답안과 점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이므로, 채점자 요인을 중심으로 다른 국면과의 상호작

용에 대한 해석을 질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연구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분석하여 MFRA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채점자 외부적으로 해당 평가에서 명확한 채점 기준과 객관적인 채점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채점자 특성에 따라 척도 점수 사이의 간

격이 저마다 다르거나,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가 다르거나, 채점 기준을

실제 수험자 자료로 적용하는 해석도 각자 다른 등 채점 수행에서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는 채점자

배경 요인으로 모두 그룹화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다는 뜻이다. 에케스(Eckes, 2005:198)는 이러한 채점자 요인이 채점

자의 채점 수행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며 채점자 영향을 드러낸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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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1) 수험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및 국내 대학교 학부

의 한국어 학습자 10명의 한국어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험자 답안

의 글자 수가 채점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수

험자 쓰기 답안 요인에서 글자 수는 모두 600~700자로 통제하여 수집

하였다. 이는 글자 수와 같은 쓰기 답안 요인이 아니라 채점자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채점자들에게 다양한 수험자 쓰기 답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양

한 수준의 수험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한된 수의 채점자들에게

서 가능한 다양한 자극을 통한 채점 수행 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다만 수험자들의 답안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 프롬프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내용으로 쓰기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 평가 항목에서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경우, 수험자의 쓰기 자료가 특정 척도 점수에 대해서의 가지는 결

함에 집중되어 다른 척도 점수들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특정 평가 항목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자에게 쓰기 총 점수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일반적인 쓰기 채점 방식이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고자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

자로 제한하였고 언어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중·고급 학습자 5명과 대학

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중·고급 학습자 5명을 모집하였다. 구체적인

수험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22 -

수험자 코드의 E는 수험자(examinee)의 쓰기 답안을 뜻하며 뒤의 숫

자는 수험자가 제출한 쓰기 답안에 부여한 번호이다. 본 연구의 본채점

에서는 10명의 수험자가 동일한 쓰기 문제에 대한 작문자료를 제출하였

으므로 E01부터 E10까지 모두 10개의 수험자 코드가 존재한다.

(2) 채점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

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어 교사 채점자 6명이 채점 실험에 참여하였다.

앞서 수집한 수험자들의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로서 본 실험에 참여했

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에서 나타나는 채점자

영향을 살펴보며 비교하고, 채점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해당 채점자

영향이 발현된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점자들이 보

이는 채점 수행의 난관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점 결과에 해당하

는 점수를 활용한 양적 연구와 채점자들의 채점과정을 살펴보는 질적 연

구를 모두 사용하는 혼합 방법 연구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채점자 정

보는 아래와 같다.

수험자
코드 성별 국적 나이 TOPIK 수준 소속

E01 여 중국 20대 5급 S대 언어교육원

E02 여 카자흐스탄 20대 5급 S대 언어교육원

E03 여 중국 40대 4급 반 S대 언어교육원

E04 여 중국 20대 6급 S대 언어교육원

E05 남 중국 30대 5급 S대 언어교육원

E06 남 중국 30대 4급 B대 3학년

E07 남 중국 20대 4급 B대 4학년

E08 여 중국 20대 6급 H대 4학년

E09 여 중국 20대 6급 C대 3학년

E10 여 중국 20대 5급 E대 3학년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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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R은 채점자(rater)를 의미하며 뒤의 숫자는 각 그룹에서 채점

자별로 부여한 번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채점자는 한국어 교

사 6명이므로 모두 6개의 채점자 코드가 존재한다.

3.2. 연구방법

(1) 혼합 연구 방법의 모형 선정

Creswell(2014,김동렬 역(2017:140))에 따르면, 연구에서 통합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실험 결과 부분이다.

혼합 연구에서 통합 모형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통

합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추가로 적용하는 연구적 처치의 종류에 따라

선정된다.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이야기할 때는 ‘통합’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쓰기 평가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과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채점자 경

향과 채점 곤란 상황의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수집 단계에서부터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 단계에서도 두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채점자 코드 경력 나이 전공 학위 수준

R01 1년 8개월 30대 한국어교육 석사 졸업

R02 1년 3개월 20대 한국어교육 석사 졸업

R03 1년 6개월 30대 한국어교육 박사 수료

R04 4년 2개월 30대 한국어교육 박사 수료

R05 5년 30대 한국어교육 박사 수료

R06 12년 30대 한국어교육 박사 졸업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 채점자



- 24 -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의 형태는 혼합 연구 방법 중

수렴적 설계 모형(convergent design model)(Creswell,2014: 김동

렬 역, 2017:72)의 방법1)에 해당한다. 수렴적 설계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가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형태로 비교·병합되는 형태를

가지는 혼합 연구 방법이다(Creswell(2014,김동렬 역, 2017:26)).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쓰기 평가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의 영향을 확인한 후 채

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통해 그 요인을 규명하는 통합적 분석 방법

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위의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

의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 결과 자료를 살펴보며 채점자의 채점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도 점수 형태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때

각 채점자들이 부여한 관찰 점수에는 특정 채점 상황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부여된 점수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척도 상에 위치하

도록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2)의 라쉬 모형(rasch model)

을 활용하면 모수에 따른 채점자들의 척도 점수 활용을 확률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채점자가 채점 수행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상치를 분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항 난이도를 기준으로 채점 결

과를 분석할 수 있는 1모수 모형인 다국면 라쉬 모형(Many Facets

Rasch Model, MFRM)을 활용하여 채점 수행에 나타난 채점자의 영

1) 위 혼합 연구 방법을 두 자료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Tashakkori &
Teddlie(2009)의 병렬적 통합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두 자료의 상보성
(complementarity)을 전제로 하는 연구 모형 설계에 해당한다. 이는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가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채점자들이 채점 결과인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 담긴 질적 자
료이자 채점 결과(점수)에 대한 다국면 라쉬 모형의 분석이라는 양적 자료이며, 이 두 자료를
상보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채점 결과인 채점자들의 관찰 점수는 각 문항의 난이도 모수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오의 비율
에 따라 산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문항반응이론은 이러한 원점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라
쉬 모형을 바탕으로 원점수에서 확인되는 척도 사이의 간격을 등간 척도로 변환하여 logit값을
제시한다.(지은림·채선희, 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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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확인하였다. MFRM을 활용하면 채점 결과를 문항 난이도를 기준

으로 조정된 logit값을 얻을 수 있다. 채점자들의 척도 점수의 활용 양

상을 문항 난이도에 따른 확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Ⅲ장

의 2절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쓰기 평가를 타당하고 신뢰도 있게 구안하거나 적합한 채점자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자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성

적인 자료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이영식,

2000). 그런데 이때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별 쓰기 채점 과

정을 각 채점 기준에 따른 척도 점수의 활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

서 채점 과정에 대한 사고 구술(think aloud) 기법을 활용하여 구어

담화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방법인 언어 보고 프로토콜 (verbal report

protocol, Ericssson & Simon, 1993)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

하여 채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가 제시된 채점 과정 가

이드 라인에 따라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언어 보고 프로

토콜을 동시적으로 보고하여 녹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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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쓰기 평가의 채점자 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제2언어 쓰기 평가와 요인

1.1. 제2언어 쓰기 평가

(1) 쓰기 능력 평가의 원리

평가의 목적은 추상적인 능력에 대한 추론과,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

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Bachman & Palmar, 1996). 개

인의 언어 능력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언어 능력에 대하여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 도구를 만들고 수험자의 응답을 통해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2언어 쓰기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제2언어 쓰기

능력의 구인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서 제2언어 쓰기의

사용에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지,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Weigle, 2002). 이는 언

어 능력이 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언어 평가의 일반적인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 구인은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실체가 아

니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주목할 부분을 규정한 추상적 개념이다

(Alderson, 2000:118).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의 채점은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들을 채점

기준으로 정한 후, 필자가 생산해 낸 텍스트로부터 그 요소의 수준을 추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McNamara 2000). 따라서 채점자는 점수를 부

여할 때 채점 기준과 관련이 있는 텍스트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며 텍

스트를 읽는다는 점에서 채점자의 읽기 과정은 일반적인 독자의 읽기 과

정과는 차이가 있다 (Lumley 2002). 채점자는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해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점 기준에 맞게

텍스트를 해석한다. 이때 채점 기준은 텍스트에 대한 채점자의 평가적

반응을 제한하고,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수험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쓰기 평가

구인에 따라 설계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험자의 응답을 채점자가 중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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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서 평정 척도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제2언어 쓰기의 특징

제2언어 숙달도(proficiency)와 제1언어 쓰기의 전문성(expertise)은

서로 관련이 없는 능력이 아님에도 제2언어로 글을 쓰는 것과 제1언어

로 글을 쓰는 것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Cumming,

1989). 위글(Weigle, 2002)는 언어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 이유

를 설명하였다. 제2언어 쓰기 수험자는 제한된 제2언어 지식으로 인하

여 글의 내용보다 언어적 표현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처럼 언어

적 문제에 많은 작업 기억 용량을 소모할 경우 그만큼 글의 내용과 조직

에서는 고차원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 또한 제2언어 수험자들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불리함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기능들이 표

현되는 적절한 방식을 모르거나 독자의 기대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수험자가 제2언어 문화권에 통합되고자 하는 의지도 쓰기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제2언어 쓰기 수험자는 숙달도에 따라서 숙달도가

낮은 경우 언어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며, 언어적 측면이 제약이 되지 않

을 만큼 수험자의 숙달도가 높아지면 내용과 조직에 신경을 쓰고 다루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제1언어 쓰기 평가에서 언어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제2언어 쓰기 평가에서는 숙

달도에 따라 언어적인 요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지 수준에 비하여 단순

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언어적인 오류도 또한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ar, 1996)는 제2언어 쓰기 능력

모형을 제시하면서, 제2언어 쓰기 능력을 언어적 지식과 전략적 능력으

로 구분하였다. 이중 언어적 지식은 다시 구조 지식과 화용 지식으로 나

뉘는데, 구조 지식에는 문법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이 있으며 문법적 지

식으로는 어휘(vocabular), 통사(syntax), 음운(phonology),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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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ology)을 제시하였고, 맥락적 지식으로는 응집성(cohesion)과

응결성(coherence), 수사학적 조직(rhetorical organization)이 있다

고 하였다. 화용 지식에는 화행적 지식과 사회·언어적 지식이 있으며,

화행적 지식으로는 개념화(ideational), 조작적(manipulative), 추단

적(heuristic), 상상적(imaginative) 기능이 있다고 보았고, 사회·언어

학적 지식으로는 어휘와 담화역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더글라스(Douglas, 2000:35)는 바흐만과 팔머의 모형을 참조하여 언

어 지식과 전략적 능력으로 분류하였으며, 언어 지식을 문법 지식, 텍스

트 지식, 기능적 지식, 사회언어학적 지식으로 나누었고, 전략적 지식을

평가, 목표 설정, 계획하기, 수행 통제로 나누었다. 문법 지식으로는 어

휘, 형태 및 통사, 음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며, 텍스트 지식은 응집성

과 수사학적 조직에 대한 지식, 기능적 지식은 관념화, 조작화, 발견적,

가상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언어학적 지식은 방

언 및 언어 변이에 대한 지식과 언어 사용역, 관용 표현, 문화적 요소를

참조하는 지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3) 제2언어 쓰기 평가의 수행 평가적 특징

제2언어 쓰기 평가는 수행 평가이며, 수행평가는 채점자가 실제 세계

에서의 수험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수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평가를 의

미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직접 쓰기 평가에서 활용되는 용어로, 문법과

어휘 등을 선다형으로 평가하는 간접 쓰기 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햄프 라이온스(Hamp-Lyons, 1991)는 직접 쓰기 평가3)의 특징을 다

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수험자는 논리적으로 연속성 있는 텍

스트를 한 편 이상 쓴다. 둘째, 수험자에게는 일련의 프롬프트가 제공된

3)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언어 능력은 평가 도구를 통한 수험자의 반응을 점수화하여 간접적으

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직접’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Messick,

199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통념적인 활용을 받아들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쓰기 평가’를 직접 쓰기 평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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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훈련 받은 채점자들이 각각의 텍스트를 읽는다. 넷째, 판정은

모범 답안이나 복수 채점 등급 체계가 있는 상식적인 척도를 따른다. 다

섯째, 판정은 숫자로 표기하며 언어적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쓰기 수행 평가 점수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게 된다.

채점 상황에서 쓰기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 수험자 쓰기 답안, 평정 척

도, 채점 기준, 채점자 특성과 같은 채점 요인이 작용한다.

1.2. 쓰기 평가의 요인

쓰기 평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위글(Weigle, 2002)의

분류와 논의를 주로 참조하였다. 쓰기 평가의 채점 요인은 크게 쓰기 문

항 요인, 수험자 쓰기 답안 요인, 채점자 요인, 채점 기준 요인 네 가지

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쓰기 평가의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채점자 외의 다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쓰기 평가 요인으로서의 채점자를 따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쓰기 문항 요인

휴엇(Huot, 1990)은 쓰기 평가에서의 요인 가운데 쓰기 문항과 관련

된 요인을 담화 양식, 수사학적 설명, 쓰기 프롬프트의 구문 표현이라는

3개 범주로 구분한 바 있다. 담화 양식이란, 수험자가 쓰기 문항의 지시

문과 프롬프트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쓰기 답안의 담화적 양

식을 의미한다. 수사학적 설명이란 쓰기 문항의 필자, 목적, 독자, 화자,

주제 등 프롬프트를 특징화하는 범위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쓰기

프롬프트 구문은 위의 수사학적 설명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의 문

제이라고 하였다.

위글(Weigle, 2002)는 퍼브스 외(Purves et al., 1984)와 헤일 외

(Hale et al., 1996)에서 분류한 쓰기 과제 유형을 정리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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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하였다.

쓰기 문항 요인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복잡하

여 어떤 요인이 수험자의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논리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쓰기 과제의 주제, 목적, 독

자에 따라 수험자들의 인지적, 수사적, 언어적 지식에 대한 활용과 전략

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채점자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

다.

범주 예시

주제 자기, 가족, 학교, 기술 등

동기화 자료 단일 텍스트, 복수 텍스트, 그래프, 도표

장르 에세이, 편지, 메모, 광고

수사적 과제 서사, 묘사, 설명, 논증

설명 방식 과정, 비교/대조, 원인/결과, 분류, 정의

인지적 요구 사실/개념 기억, 정보 조직, 적용, 분석, 종합, 평가

특성

독자 자신, 교사, 친구, 대중

화자 자신/객과적 관찰자, 타인/가정된 페르소나

어조, 문체 공식적, 비공식적

길이 1/2쪽 이하, 1/2~1쪽, 2~5쪽

허용 시간 30분 이하, 30~59부, 1~2시간

프롬프트의 문

구
질문형 vs 진술형, 암시적 vs 명시적, 맥락 제공 정도

프롬프트

선택성 여부
선택형 vs 비선택형

작성 방법 손 글씨 vs 컴퓨터 자판

채점 기준 내용과 조직 위주 / 어법의 정확성 위주 / 명시하지 않음

<표 3> 쓰기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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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험자 쓰기 답안 요인

쓰기 답안 요인은 쓰기 답안의 특질에 따른 시험 점수와의 상관성에 관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단어

수, T-unit, 어휘와 맞춤법 오류와 같은 언어적 특질을 계산한 후 총체

적 평가의 점수와 상관을 확인하거나 구성이나 언어 자질에 관하여 분석

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를 비교하는 종류의 연구가 있다(Weigle,

2002). 전자는 글의 길이 등 양적 측면이 총체적 평가의 점수와 유의미

한 상관이 있다고 본다(Grobe, 1981).

프리드만과 칼피(Freedman & Calfee, 1983)에서는 텍스트 분석 이

론을 바탕으로 내용, 조직, 문장 구조, 언어 관습을 채점에 영향을 미치

는 텍스트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 요인들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바 있는데, 채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용, 조직,

언어 관습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채점자들이 학생의 실제 쓰기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텍스트의 양이나

글씨체, 단어 선택, 철자 오류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채점을 하는 경향

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Charney, 1984). 텍스트의 표면적 특

징을 확인한 또 다른 연구로는 밀라노빅 외(Milanovic et al., 1996)

가 있으며, 이 연구 또한 양이나 글씨체, 문법적 오류, 철자, 구두점 등

텍스트의 표면적 특징이 채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텍스트의 특징과 쓰기 평가 채점의 분산성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로는

이슬기(2019)도 있다. 채점자들의 채점 곤란도는 글의 분량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채점 기준이 글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채점 기준 상 단일 기준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불일치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쓰기 답안 요인이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중재 과정의 주체인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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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기 답안 요인에 대한 무엇을 근거로 채점을 진행하는지에 관해서

답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쓰기 답안에 대한 채

점자의 반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아야 한다(Weigle, 2002).

한편, 쓰기 답안 요인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면, 평가 구인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텍스트별로 구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양상에 따라서

도 점수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이와 관련된 앞선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채점 수행의

양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험자 쓰기 답안의 전반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또한 쓰기 평가 구인으

로 여겨진다. ‘과제 수행’, ‘내용 구성’, ‘조직’, ‘어휘’, ‘문법’, ‘기능’ 중에

서 수험자가 어느 범주에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수험자 쓰기 답안의

요인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채점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

라서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3) 채점 기준 요인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들에게 제공되는 채점 기준 또한 평가의 아주 중

요한 요인이다. 채점 기준(criteria)은 연구의 상황에 따라 루브릭

(rubric), 채점 척도(rating scale)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4). 채점 기

준은 쓰기 평가의 구인(construct)별로 점수에 따른 기술어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의 유형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채점 방식이 총체적인지, 분석적인지를 나누는 것이다. 이

외에 주요 특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다중 특성 척도(multi-trail scale)

4) 루브릭(rubric)은 주로 채점 기준표를 지칭하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평가 문항(item), 평가 구인, 구인을 범주화하여 기술한 채점 기준(criteria), 채

점자의 수준을 점수로 나타낸 등간 척도, 척도별 수준을 질적으로 표현한 기술어(descriptor) 등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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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방식도 있으나 다중 특성 척도는 큰 틀에서 분석적 평가에 관

한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점 방식에 따른 분류는 점수 부

여 방식과 범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위글

(Weigle, 2002)는 채점 기준에서 사용하는 채점 방식에 따라 척도 유

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였다.

채점 기준 요인은 위와 같이 채점 방식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채점

자들에게 채점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

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프리드만(Freedman, 1979)은 전문 필자와 학부생을 수험자로 하여

각각 쓰기 답안을 받은 후에, 채점자들로 하여금 총체적 채점 방식과 분

석적 채점 방식으로 채점하도록 하여 그 영향을 살펴본 연구다. 분석적

채점 방식을 사용한 결과 모든 전문 필자들이 학부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총체적 채점 방식을 사용한 경우 전문 필자

들과 학부생들이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채점 과정 자체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성

준, 2019)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지에 기본적

으로 동의하며, 채점자의 배경 요인에 따른 영향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

해서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서 나타나는 채점자의 인지·심리학적 요인

과 채점자 외적 요인들로 인한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 쓰기 과제에 초점 다양한 쓰기 과제에 적용

단일 점수 주요 특성 채점 총체적 채점

복수 점수 - 분석적 채점

<표 4> 채점 방식에 따른 척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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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평가 요인으로서의 채점자

쓰기 수행 평가를 활용하면 객관식 선다형 평가보다 수험자 쓰기 답안

에 나타나 평가의 구인을 더 폭넓게 평가할 수 있다. 수험자의 쓰기 능

력을 작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계

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양길석 외, 2012), 수험자의 자유 작문을

활용한 쓰기 수행 평가가 쓰기 능력의 구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인 평가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채점자 쓰기 수행 능

력의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점수 부여 시 채점자라는 요인이 난점으로 작

용할 수 있는데, 이는 쓰기 수행 평가는 채점자 주관성이라는 본질적 문

제를 안고 있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이다.

채점자(rater)는 교육 수준, 채점자 훈련 경험, 교육 경력, 나이와 성

별과 채점자 배경 요인과 함께 다양한 채점자 내적 요인을 가진 상태에

서 채점 기관에 의해 채점자로 지명된다. 그로 인해 생기는 채점자 주관

성은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ajar,

2010). 맥나마라(McNamara,1996)도 채점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도 채점자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특성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채점자의 주관성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동일

한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배경 요인의 개

념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지영·원미진(2018)은

채점자의 재직 기관, 한국어 교수 경력, 숙달도 평가의 채점 경험과 같

은 주요한 채점자 배경 요인을 동일하게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채점

자 간의 엄격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

다. 따라서 쓰기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채점자의 주관

적 특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채점자가 채점 수행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척도 점수 활용에서의 부정적인 채점자 영향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적절

한 채점자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채점자 교육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의 인지 과정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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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또한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

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중재 과정

평가란 개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보이는 근거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Messick 1989). 채점은 평가 과정 중 한 부

분으로, 대상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평정 척도를 활용하여 특

정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영민 외 2016). 이를 고

려하면, ‘쓰기 채점’이란 채점자가 여러 채점 기준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수준을 판단한 후 그 수준을 객관적인 평정 척도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채점자 요인이 쓰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채점자는 채점 과정에

서 수험자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

서 채점 결과를 점수 형태로 산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데레머(DeRemer, 1998)와 럼리(Lumley, 2002)는 이러

한 쓰기 채점의 과정을 채점 기준에 포함된 언어를 해석한 후 쓰기 답안

의 특정 부분과 연결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면 채점자가 채점 기준과 쓰기 답안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채점을 수행

할 경우, 채점자는 쓰기 평가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

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쓰기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쓰기 답안에 대한 타당한 채점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채점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채점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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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점자 중재 과정 모형

맥나마라(McNamara,2000)는 쓰기 수행 평가에서 쓰기 답안과 채점

결과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점자라는 중재자가 그 사이에 자

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채점자는 채점 기준에 따라 수험자의 쓰기 답안

에 점수를 결정하게 되며, 맥나마라는 이러한 쓰기 수행 평가를 채점자

중재(rater mediated) 평가라고 표현하였다. 채점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쓰기 과제에 대해서 이해한 후, 주어진 채점 기준을 근거

로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채점자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엄격성이 존재하며, 채점 상황에 따라 채점자는 엄

격성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겪게 된다. 때로는 일관성이 없는 채점을 하

며 특정 국면과의 편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쓰기 평가의 핵심적인 결과인 채점 결과는 점수로 도출되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수에는 단순히 수험자의 쓰기 능력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문항의 유형, 프롬프트, 채점자, 채점 기준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Hamp-Lyons, 1990; McNamara, 1996).

린나커(Linacre,1989)은 수행평가에서 수험자의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점 요인을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 ‘문항의 난이도’, ‘채점

기준’, ‘채점자의 엄격성’으로 제시하였다. 채점자의 엄격성은 채점자의

여러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며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은 채점

자 외부에 존재하는 채점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쓰기 답안의 수

준일 것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쓰기 평가라면 높은 수준의 학습

자가 높은 점수를 받고, 낮은 수준의 학습자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린나커(Linacre, 1989)는 캐슨과

캐슨(Cason & Cason, 1984)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채점자 엄격성의

차이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만큼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런데 이때 채점자의 엄격성이 실제 채점에 적용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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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수험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평가 구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며, 수험자 쓰기 답안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채점자의 반응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험자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을

중재하여 점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채점 요인들의 영향을 받

게 된다. 위글(Weigle, 2001)은 채점자와 쓰기 문항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하였다. 채점자들은 쓰기 평가

문항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가 있으며, 수험자 쓰기 답안을 채점할 때에

도 해당 문항에 대한 자신의 평소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러한 채점 관련 스키마가 채점자의 중재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점자가 제공 받은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각 채점

상황에서 쓰기 답안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채점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도 이미 기존 연구들을 통해 많이 논의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논의들과 이론적 근거들을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쓰기 평가를 채점자가 수험자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을 중재하여 점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점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채점자 중재 과정 모형(rater mediating process

model)’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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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점자 중재 과정 모형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는 수험자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을 중재하여 점

수를 결정하는 중재자로 작용한다. 수험자 쓰기 답안은 수준에 따른 판

단 근거를 제공하고, 채점 기준은 평가 구인과 채점 방식, 척도 점수와

기술어를 제공한다. 채점자는 채점자 인지 과정의 단계에 따라 수험자의

쓰기 답안이 제공하는 근거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를 표상하고, 그에 대

한 형식화를 거친다. 또한 채점 기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형식화한

텍스트 이미지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채점자 중재틀(rater mediating frameworks)에 따라 이

루어지며, 이러한 채점자 중재틀은 다양한 채점자 요인에 의하여 구성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쓰기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른

채점자의 채점 스키마에 따른 반응도 채점자의 중재 과정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채점 결과인 점수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므로, 채점자

는 점수 타당도(score validity)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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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채점 요인과의 상호작용

위의 모형을 바탕으로 채점자 중재 과정에서의 채점자와 다른 세 가지

채점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채점자는 주어진 채점 상황

하에서 평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채점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채점자는

채점 과정에서 다양한 채점자 외적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주어진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을 중재하여 점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채점자들은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점수를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부여할

것을 요구 받게 되는데,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 수험자 쓰

기 답안의 내용이나 조직 수준은 물론이고, 일련의 연구에서는 채점자들

이 텍스트의 양, 손 글씨의 가독성, 맞춤법 오류 등과 같은 텍스트의 표

면적 특징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다른 채점 요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채점자는 채점 수행에는 위의 요인들이 단독으

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1) 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와의 상호작용

쓰기 평가의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는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내용과 형

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채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쓰기 평가

에서 문항은 수험자와 채점자의 수행을 연결하는 매개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Fulcher, 2003), 쓰기 평가의 과정에서 채점자의 중재적 과정

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근거를 도출하는데 활용되는

도구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때 채점자는 각 쓰기 문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인이 무엇인지, 해당 문항이 어떠한 형식을 빌려 제시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수험자 쓰기 답안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쓰기 답안의 특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문항에서의 요구 사

항을 충분히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쓰기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가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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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문항의 유형에 따른 채점자의 채점 수행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지

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하므로(Weigle, 2002) 이에 관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문항이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제시하는 담화 양식에 따라서, 논증적 담화 양식을 요구하

는 문항보다 설명적 담화 양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더 엄격하게 평가된다

고 보고된 바 있으며(He et al., 2013) 심지어는 채점자들에게도 스스

로가 더 자신 있는 쓰기 문항의 유형인지, 쓰기 문항의 유형의 구체적인

주제가 채점자에게 친숙한 주제인지와 같은 선호도에 따라서도 채점 결

과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Weigle, 1999). 쓰기 문항의 유형에 대

한 선호도에 따라 채점자의 채점 수행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점 전문성과

도 관련된 논의이므로, 위글(Weigle, 1999)은 쓰기 평가 문항의 유형

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척도 점수의 활용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숙달도 수준에 대한 민감성

쓰기 평가에서 수험자 쓰기 답안이라는 요인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높은 숙달도를 지닌 학습자가 높은 점수를 받고, 낮은 숙달도

를 지닌 학습자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쓰

기 능력을 측정하는 쓰기 평가의 원리와 쓰기 수행평가 도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쓰기 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

험자 쓰기 답안에 부여할 점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채점자이므로, 채점자

중재 과정의 관점에서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성에 대해서 채점자가

어떠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며, 쓰기 답안의 특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도 채점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채점자의 엄격성의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다. 높은 숙달도를 지닌 학습자에게 더 엄격한 채점자가 있는가

하면, 높은 숙달도를 지닌 학습자에게 더 관대한 채점자가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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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쉐이퍼(Schaefer, 2008)는 채점자가 수준이 매우 높은 텍스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준이 매우 낮은 텍스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채점자들은 높은 능력을 지닌 수험자들에게

는 높은 수준을 기대하므로 더 엄격 하게 채점하는 경향이 있으며, 낮은

능력을 지닌 수험자들은 관대하게 채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숙달도에 따라서 채점 경향을 다르

게 적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채점 결과에

따른 양적 분석과 함께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해

야 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된 쓰기 답안이라고 할지라도 평가 범주별로

그 능력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 학습

자이지만 과제 수행을 하지 못 할 수도 있고, 내용 조직에 있어서는 완

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쓰기 평가의 채점자 중재적 특징을 고려하면,

수험자들의 쓰기 답안의 수준이 평가 범주별로 상이한 상황은 채점자 요

인으로 인하여 채점자들이 동일한 쓰기 답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채점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채점자가 어떠한 평가 범주를 중요하게 생각

하는가에 해당하는 채점자 요인에 따라서도 채점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채점자가 쓰기 답안을 채점할 때 곤란도를 느끼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징도 다를 수 있다. 채점자의 쓰기 채점 결과가 수험자 쓰기 답안의

분산적 특징이 채점의 곤란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며(이슬기,

2019), 이러한 채점자의 채점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수험자 쓰기 답안

의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Wolfe, Song, Jiao, 2015).

3) 채점 기준의 해석과 적용 방식의 차이

채점 기준도 채점자의 채점 수행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맥나마라(McNamara, 2000)는 쓰기 평가와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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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쓰기 평가에서는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채점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 수험자 쓰기

답안으로부터 수험자 쓰기 답안의 각 요소의 수준을 추정하는 행위를 쓰

기 채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채점 기준은 수험자 쓰기 답안과 채점 기

준을 중재하는 주체인 채점자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채점 기

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문제는, 출제 기관에서 쓰기 능력에 대한

구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담기게 되며, 따라서 각 기관

에서 제공하는 채점 기준의 내용과 형식은 채점자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채점 기준은 채점자가 텍스트의 수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기

전에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들을 탐

색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럼리(Lumley, 2002)는 채점을 텍스트에

대한 인상, 텍스트의 구체적인 특징, 채점 기준을 조화시켜 점수를 산출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채점자들은 텍스트 이미지의 구축

단계와 점수화 단계 모두에서 주로 채점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

소를 중심으로 근거를 수집하게 된다. 물론 채점 기준에 나타나 있지 않

은 요소들을 고려하거나 텍스트의 특징과 채점 기준을 연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하므로 이러한 요인들도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영향

을 끼치는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점자들은 채점을 수행할 때 평가를 위한 내재적인 참조틀(frame of

reference)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된다(이성준, 2019). 이 평가 참조틀은 채점자의 교육 경

험 및 채점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되며, 채점자 인지·심리적인 요인과 함

께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은 추상적인 명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채점자들은 각 채점

기준별로 수험자 쓰기 답안의 구체적인 특징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위 평

가 요소들을 설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채점을 수행하게 된다.

(Lumley 2005, Cumming 1990). 이러한 과정은 채점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각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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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방식으로 이 과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채점 기준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는 평가 요소의 종류와 범위는 물론이고, 이를 점수에 반

영하는 정도 또한 채점자에 따라 상이하다(Milanovic et al. 1996).

심지어 채점자들이 내면화한 채점 기준이 해당 채점자의 채점 수행 동

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채점자 간 신뢰도와 채점자 내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체적인 쓰기 평가의 질을 떨

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채점 전에 채점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각 채점

자는 채점 기준의 활용을 연습해야하고, 채점자 간 협의 과정 등을 통하

여 채점 기준의 이해 및 적용 방식을 가능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이영

식, 2000).

채점 기준에 대한 엄격성은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에 대한 중요도 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Eckes, 2012; He et al,

2013). 채점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중요도하지 않게 생각하는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채점하는 경

향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특정 채점 기준에 엄격하게 채점한 경우, 해당

채점자들은 다른 채점 기준에 대해서 관대하게 채점함으로서 수험자 쓰

기 답안에 대한 보상적 채점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채점 기준의 중

요도에 대한 채점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채점자가 스스로의

유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주어진 채점 기준에 대해 균형 있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등의 모든 채점자 교육은 이러한 채점 기준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2.2.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

채점자는 쓰기 평가에서 채점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과 채점 기준 사이의 중재를 수행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채점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채점자 인지 과

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쓰기 평가의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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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가 채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가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해석

하고 내면화하는지에 따라 채점 결과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Milanovic

et al. 1996). 채점 기준의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주어진 채점

기준에 대한 하위 평가 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수험자 쓰기 답안

의 특징과 채점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 채점 기준을 해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구체적인 채점 기준별

로 점수를 부여하는 분석적 채점 방식의 경우 쓰기 답안의 다양한 특징

을 어떤 채점 기준과 연결시켜 채점할 것 인지에 대한 채점자의 판단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울프(1997:89)의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

울프(Wolfe, 1997)에서는 쓰기 평가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쓰기 평가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크게 해석(interpretation), 평

가(evaluation), 정당화(justification)로 제시하였다. 해석 과정은 쓰

기 답안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하는 표상의 과정을 의미하며, 채점 과

정에서 채점자가 텍스트를 읽으며 집중하고 있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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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관찰할 수 있다. 평가 과정은 해당 표상을 언

어적으로 형식화하고 척도 점수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험자

의 쓰기 답안의 이미지에 대하여 적용한 내용이 언어적으로 형식화하고

점수화하는 과정이 관찰된다. 정당화 과정은 형식화한 표상에 대한 근거

를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서 추출해 언급하거나 다른 수험자의 쓰기 답안

의 채점 상황과 비교하는 등 점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는 과정이

관찰된다.

울프는 이러한 채점 과정이 반드시 순서상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각 과정은 쓰기 채점이 진행되면서 필요에 따라 다시 이전의 채

점 단계로 회귀하는 등 상호작용하면서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를 구

축해간다고 보았다. 점수 결정 단계에서 각 채점자는 형성한 텍스트 이

미지를 바탕으로 채점 기준을 활용해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쓰기 평가 채점자로서의 ‘읽기’는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구축한 텍스

트 이미지를 이상적 텍스트에 대한 심리적 표상과 채점 기준에 대한 심

리적 표상에 비교하면서 텍스트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이다(Crisp

2012). 이를 위해 채점자는 텍스트를 읽으며 글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

를 머릿속에 형성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며,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

준을 판단해야한다. 이 과정은 크게 ‘텍스트 해석 및 인상 평가’ 단계와

‘점수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해석 및 인상 평가’는 채점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면서 텍스

트 이미지를 형성하고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인상을 저장하는 과정이다.

텍스트 이미지란 쓰기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가 구축한 텍스트에 대한 표

상을 의미한다. 텍스트 이미지는 프리드만과 칼피(Freedman &

Calfee, 1983)가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논의 되었으며, 울프(Wolfe,

1997)는 이를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으로 적용하였다.

‘점수화 하기’ 과정은 채점자가 텍스트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점수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채점자의 주관적

인 텍스트 이미지와는 달리 채점의 최종 산출물인 점수는 객관적이고 명

확한 숫자값을 지니므로, 이를 변환하는 과정은 채점 과정에서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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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정이며, 채점자에게도 큰 인지적 부담을 요구한다(Hamp-Lyon

& Henning 1991). 이 과정에서 일부 채점자들은 척도 점수의 활용을

일정하게 견지하지 특정 척도만을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하기도 한다.

점수의 수정 과정 또한 채점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밀

라노빅 외(Milanovic et al, 1996)에서는 이러한 점수화하기 다음 단

계로 점수 수정 단계도 모형에 명시한 바 있다.

3.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요인

채점자 요인(rater variability)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채점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들의 주관성은 채점자의 배경 요인에 따라서,

또 채점자들이 가진 다양한 인지·심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성준(2019)은 말하기 평가의 채점자 배경 요인에 따른 채점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채점 과정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

는데, 채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을 채점자 외부로부터

기인한 요인과 채점자 내부로부터 기인한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

다. 채점자 외적 요인으로는 ‘수험자 수준 및 배경’, ‘말하기 과제의 형식

과 내용’, ‘채점 기준의 구성’을 제시하였고, 채점자 내적 요인으로는 ‘청

취 정보 판별의 정확성’, ‘척도 점수의 이해와 적용 능력’, ‘점수 결정의

일관성’을 제시하였다. 위의 채점자 내적 요인은 채점자 배경 요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채점자의 인지·심리학적 요인에 해당한다.

박종임·박영민(2012)에서도 채점자 요인을 연령, 경력, 성별과 같은

채점자 특성을 설명하는 채점자 배경 요인과, 채점자의 지식이나 태도와

같은 채점 과정에서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울프와 래니(Wolfe & Ranney, 1996)은 전문 채점자와 중경력 채점

자, 초보 채점자를 대상으로 채점 수행을 살펴보았는데, 전문 채점자 그

룹은 다른 두 그룹들보다 쓰기 답안에 대한 접근과 채점 전략의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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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더 일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채점자 그룹은 수험자 쓰

기 답안에 대한 총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으며, 텍스트 이미지를

제공 받은 채점 기준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s)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능숙하고 자동화가 되어 있어 다른 두 채점 그룹과는

달리 반복되는(iterative) 채점이 적다고 하였다. 또한 채점 전문성은

기존에 많이 논의되었던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집중과 같은 요소로

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이것을 평가 참조틀(frameworks of scoring)의

구성의 차이로 보았다(Wolfe & Ranney, 1996:550). 따라서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해서 숙련된 채점자와 미숙련 채점자의 평가 참조틀을 비교

하는 연구를 통해서, 미숙련 채점자가 숙련된 채점자의 평가 참조틀이

가진 요소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채점자 교육의 방향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 참조틀의 구성 요소들은 채점자의 배경 요인

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채점자의 구체적인 채점 수행을 살

펴보며 그 양상에 대한 채점자의 인지·심리학적 요인을 살펴보는 탐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적 필요에 따라 채점자 요인을 채점자 배

경 요인과 채점자 인지·심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채점자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틀을 구안하기

위하여 쇼와 위어(Shaw & Weir, 2007)의 채점자 요인에 관한 분류

를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정 변용하였으며,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요인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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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요인

채점자 배경 요인 채점 과정에서의 인지·심리적 요인

성별

성격

교육 정도

교수 및 평가 경력

채점자 교육 경험

사용 언어

인지 스타일

동기

집중력

채점 관련 스키마

평가 문식력

<표 5> 채점자의 배경 요인과 인지·심리적 요인

지금까지 채점자 요인은 주로 경험적인(experiential) 채점자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으며 언어적 배경, 교육 경력, 채점자 훈련 경

험과 같은 채점자 배경 요인이 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채점자의

인지 스타일, 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 또한 채점 결과에 지속적이고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연구 가치가 충분함에

도,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적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Shaw & Weir, 2007:168).

앞서 채점자 중재 모형으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

준, 쓰기 문항의 유형과 내용, 채점 기준의 형식과 내용과 같은 채점자

외부의 채점 요인들은,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서 채점자 요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복잡한 형태로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를 고려하면, 채점자가 채점 수행 가운데 채점자 외부 채점 요인에 대하

여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

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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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쓰기 평가 채점자의 채점자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앞 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쓰기 평가를 구현

하고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들의 채점자 영향을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한국어 쓰기 평가를 설계하였다. 한국

어 쓰기 평가 도구를 구안한 후 채점 방식과 채점 기준표의 내용을 정하

고, 기술어를 만들어 채점 기준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수집할 자료의 형태를 정하였다. 이후 모집한 수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문항으로 쓰기 평가를 실시한 후, 수험

자들의 쓰기 답안과 수험자용 질문지를 수집했다. 수집한 쓰기 답안은

채점자의 채점 자료 수집을 위한 본 연구 설계에 맞도록 쓰기 답안 채점

지로 변형되었다. 이후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여 채점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 채점자들로부터 쓰기 답안에 점수를 매긴 채점 결과 자료와 사고구

술로 채점 과정을 녹음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적합도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분석하였다.

채점 결과 자료는 채점자들의 척도 점수 활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난이도에 따른 확률 기반의 추정이 가능한 문항 반응 이론(IRT)의 다국

면 라쉬 모형(MFRM)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

(MFRA)을 활용하면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를 해석하여 채점 경향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한국어 쓰기 평가 도구 구안
1.1. 한국어 쓰기 문항의 구안

(1) 문항 유형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쓰기 평가에 나타난 채점자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채점자 자료 수집에 앞서 한국어 쓰기 평가 도구를 구안하

고 수험자 쓰기 답안을 먼저 수집해야 한다. 논리적인 구성을 가진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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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채점 수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먼저 채점자들의 채점을

위해 제공되는 수험자 쓰기 답안이 논리적으로 조직화된 형태일 필요가

있다. 이는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에도 일정한 논리적 구조를 부여함으로

써 수집하는 채점 수행에 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채점

수행 중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일반 에세

이보다는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 보고가 보다 논리적인 구성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형태의 수험자 쓰기 답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채점

자들의 채점 과정에 일정한 구조를 부여하며, 이는 채점자 언어 프로토

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험자들의 쓰기 능력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

도록 자유 작문5) 문항을 구안하되, 문항에 수험자들이 따라야 하는 논

리적인 구성을 제시함으로서 수험자 수행을 통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

시문을 통해 쓰기 과제를 설명하고6), 프롬프트를 통해 쓰기 답안의 구

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제시하였다7).

위어(Weir, 2004)는 프롬프트(prompt)에 대하여 ‘과제에서 요구되는

수험자에 대한 지시사항’이라고 하였다. 프롬프트를 통해 수험자의 답안

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종류의 문항은 쓰기 문항에서 활용되는 프

5) 레임스(Raimes, 1983)는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쓰기 활동을 통제 작문, 유도 작문,
자유 작문의 세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통제 작문은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수준을 교사의 통
제 아래에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도 작문은 교사가 제시한 특정 모형을 따라 문단 수준
의 글을 연습하고 유사한 글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뜻한다. 자유 작문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논리대로 글을 쓰는 활동이다.

6)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ar, 1996)는 지시문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수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할 것. 둘째, 주어진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도록 짧을 것. 셋째, 수험자의 수행에 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할 것. 위의 사항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 구안한 문항에서는 문제에 분량을 제시하였고, 지시문을 통해 주제를 세부
적으로 제시하였다.

7) 쓰기 채점의 분산적 특징에 대한 글 요인을 분석한 이슬기(2019)에 따르면, 채점 기준에 해
당하는 특징이 글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채점 곤란도가 높아진다. 또한 단일 기준
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서로 불일치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채점의 곤란도가 높아진
다. 따라서 본고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문항에서는 지문을 통해 동일한 쓰기 답안 주제를 제
시하고, 지시문과 프롬프트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쓰기 답안의 내용과 구성을 수험자들에게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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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프트는 수험자에게 답안 작성을 위한 쓰기 과제의 형식을 보다 구체적

으로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2언어 쓰기 평가의

문항 유형 가운데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지시문과 프

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쓰기 과제 수행 양상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수험자 쓰기 답안의 분량도 채점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프(Wolfe, 1998)에서는 쓰기 답안의 분량과

채점의 곤란도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수험자

쓰기 답안의 분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험자

들의 쓰기 답안의 분량은 600~700자(공백 포함) 길이로 통제하였

다8).

본 연구에서 수험자들에게 제시한 한국어 쓰기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

다.

8) 본 연구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문항에서도 지시문과 프롬프트를 통해서 과제를 정확하게 이
해하도록 돕고, 구체적인 쓰기 답안의 구성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모든 수험자들이 정확하게 연
구자가 구상했던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무선 표집을 실시할 경우 현
실적인 수험자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채점 기준을 중심으로 채점을 수행하더라도 프롬프트에 따
른 수험자의 쓰기 수행 양상은 달라지고, 이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채
점 수행에서 나타나게 된다(Weigle, 2002). 채점자들의 이러한 고민은 본 연구의 의도에 맞지
않고 채점 수행에 대한 채점자들의 언어 보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600~700자
의 쓰기 평가 문항을 완성할 수 있는 수험자로 그 수준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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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어 쓰기 문항의 구안 

답안 작성 시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검색

이나 책, 논문 등의 자료를 통한 외부 자료를 참조하지 말고, 오직 수험

자가 가진 지식으로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험자가 수기로 작성

한 쓰기 답안을 채점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글씨체와 같은 쓰기 답안의

표면적 특징이 요인으로 작용해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치므로

수험자들에게는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9).

이는 평가 구인과 관련이 없는 변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Messick, 1989).

수험자들에게 제시된 주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지시문을

통해 답안 작성의 형식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프롬프트를 통해 습

관이 인생 전체에 미치는 이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이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도록 쓰기 과제를 부여

9) 쓰기 답안의 작성방식이 수기이냐, 컴퓨터 자판이냐에 따라서도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Powers et al.m 1994 참조). 그러나 둘 중 무엇이 채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정반대의 보고가 나타나므로,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달리 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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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험자들은 프롬프트를 통해 요구 받은 내용으로 글의 구조를

짜고, 실제 문단을 구성하게 된다.

습관 형성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특정 연령층에게 익숙한 주제나 특

정 전공 지식을 가진 수험자들에게 유리한 주제를 피함으로써 구안한 쓰

기 문항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기 위함이다.

1.2. 문항 타당도 검증

본고의 Ⅱ장에서는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들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채점자 인지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채점자는 자

신의 스키마를 활용해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며(Wolfe,

1998) 해당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독자(active

reader)이다. 쓰기 답안을 읽으며 형성한 텍스트 이미지에 대하여 공통

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표

상을 형식화하게 된다. 이후 공통된 채점 기준을 활용해서 척도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쓰기 평가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

경향을 파악하고, 채점 수행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그

채점자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채점자가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채점 양상을 보이며 그에 대한 채점자 요인이 무엇

인지, 채점자의 채점 기준의 해석과 척도 점수의 활용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그에 대한 채점자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된다. 자연스러운

채점자 요인의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채점에 앞서서 특별한 채점자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채점자들이

개별 채점자 훈련이나 채점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

도 기존의 지식과 채점자로서의 신념을 활용하여 나름의 내적 척도를 수

립해 채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전형길, 이인혜, 2017) 그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취했던 방법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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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점자들에게는 채점 기준표와 함께 쓰기 문항에 대한 모범 답

안10)이 제공되었으며, 채점에 앞서서 채점자들이 본 연구의 한국어 쓰

기 평가 문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제 여분의 수험자 쓰기 답안을 활

용해 제작한 연습용 채점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언어 프로토콜을 산출하

며 쓰기 평가 문항을 채점해야 하는 연구 상황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

록 채점자들에게는 사고 구술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고 사고 구술을 활용

한 채점 방법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습용 채점지의 채점 수행에 대한 채

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산출하고, 이를 녹음하고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받

도록 하였다. 사고 구술을 활용한 채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피드

백을 반복하며 개선한 후에 채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하여 채점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점 과정에 대한 사

고 구술 방법을 안내하였고, 연습 단계에서 채점 과정에 대한 녹음을 실

시하여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연습용 수험자 쓰기 답안

또한 실제 본고에서 수집한 학습자 쓰기 답안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

된 것으로, 그중 일부가 채점 연습을 위한 채점자 연습용 자료로 활용되

었다.

(1) 고전 검사 기반 신뢰도 검증

본격적으로 연구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 결과 자

료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 채점자가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부여한 점

수에 관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본 절에서는 점수 분포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신뢰도와 모형 적

합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0) 본고에서 출제한 모범답안은 서유연(2018)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주장하는 글쓰기의 텍스트
구조 모형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한국어교육 경력 교사 3명의 검수를 받았다.

서유연(2018)의 모형은 루비 그루이칙-알라트리스테(Lubie Grujicic-Alatriste, 2005)의
CATS(Create-an-Argumentative Space)을 참조하여 주장하는 글의 구조 분석을 위한 도
구로서의 모형을 설계한 것으로, 서유연(2018)은 이 모형을 활용하여 TOPIK의 54번 쓰기 문
항의 모범답안에 대한 텍스트 구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주장하는 글쓰기의 텍스트 구
조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수험자들에게 출제한 문항의 제시문과 프롬프트
(prompt)의 형식을 고려하여 이 모형을 참조하였다. 모범답안의 실제 내용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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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신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채점자 내 신뢰도는 개별 채

점자의 채점에 대한 일관성의 정도를 뜻한다. 그리고 채점자 간 신뢰도는 채

점에 참여하는 여러 명의 채점자들이 독립적으로 부여한 점수가 얼마나 일치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채점자 간 일치도를 중요

하게 여겼으나, 최근의 논의에서는 쓰기 평가가 가진 채점자 주관성으로 인하

여 채점 결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채점자 내 신뢰도는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핵심

적인 필요조건이다. 채점 결과의 채점자 내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채

점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 검사 기반 검증을 통해 살펴본 신뢰도는 쓰기 평가 결

과로 부여한 점수가 일치하는 경향인 채점자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의미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으로 채점자 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채점자 간 일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급내 상관 계수(ICC)를 통해서 채점자

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크론바

흐 알파 계수로 채점 기준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1) 채점자 내 신뢰도 검증

채점자 내 신뢰도는 개별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서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

며, 채점자의 내적 일치도를 표현하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본 연구의 채점자들이 수험자들에게 부여한 점수에 대한 크

론바흐 알파 계수를 구한 값이다.

채점자들의 채점 기준별 수험자에 대한 채점 결과에 관한 채점자 내 신뢰도

R01 R02 R03 R04 R05 R06
Croanbach α 

계수
.781 .873 .860 .869 .926 .903

<표 6> 채점자 내 신뢰도 조사 (Croanbach 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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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이 모든 채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채점을 수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6 이상일 때 채점자가 일관성 있는 채

점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모두 .781에서 .926

사이의 안정적인 수치가 보고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에 참여한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에서 충분한 채점자 내 신뢰도가

확인되었다는 뜻이다.

2) 채점자 간 신뢰도 검증

다음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점자들이 각 수험자들에게

부여한 총점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채점자는 6명이므로, 급내

상관 계수(ICC) 분석을 통하여 채점자 간 일치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11).

급내 상관 계수를 통해 쓰기 평가의 채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 정규성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본 연구의

데이터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편향된 채점을 한 것으

로 보고된 R06-E08 1건의 채점 결과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

로 보고 쓰기 평가의 채점 결과 자료에 대한 급내 상관 계수 분석을 시행하

였다. 채점자 6명의 채점 결과에 관한 급내 상관 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급내 상관 계수 95% 신뢰 구간 유의확률(p값)

단일 측도 ICC (2,1) .432 .179~.754 .000

평균 측도 ICC (2,1) .843 .566~.948 .000

<표 7> 채점자 간 일치도 조사 (급내 상관 계수)

11) 채점자 간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피어슨의 급간 상관 계수(inter class
correlation)을 수정한 급내 상관 계수(Intra class correlation)를 활용한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채점자가 2인일 경우 Cohen's kappa 계수를 활용한 분석이 적절하며, 채점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급내 상관 계수를 통해 채점자 간 일치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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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채점자 6명의 급내 상관 계수는 평균 측도 값을 기준으로 .843

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확률 p<.001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 문항의 내적 일치도 검증

본 연구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평가 문항은 자유 작문의 단일 문항으로,

이를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분석적 채점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내

적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채점 기준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본다. 채점 기

준의 내적 일관성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확인해볼 수 있다.

채점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Cronbach α) .771 .793 .37 .724 .923 .774 .708 .748 .812 .860 .620

<표 8> 채점 기준별 내적 일관성 검증 

각 채점 기준에 대한 내적 일관성 분석 결과, 11개 채점 기준 대부분이 일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인 문항 내적 일관성은 .915로 채점

자들은 수험자들의 능력을 일관성 있게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번째 채점 기준(C03)의 경우 문항 내적 일관성 계수가 .37로 나타나, C03

을 활용한 채점 결과는 일관성 있는 채점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해당 채점 기준(C03)은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점자들은 해당 채점 기준을 일관성 있게 채점하지 못했다.

이는 본 채점 이후에 채점자들에게서 수집한 채점자 사후 질문지에서도 제기

되었던 문제점으로, 채점 수행에서의 곤란을 묻는 문항에 채점자들은 ‘3번 채

점 기준이 적용하기에 모호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채점자들이 체감

한 채점 기준 활용의 어려움과 실제 채점 기준 내적 일관성 측정치에 대한



- 58 -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03을 활용한 채점결과가 이후의 자료 분석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C03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2) 문항 반응 이론 기반 검증

문항 반응 이론 기반 검증에서는 다국면 라쉬 모형의 문항 특성 곡선을 활

용해 쓰기 평가 문항의 채점 결과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문항 특

성 곡선은 이론적 문항 반응 곡선과 실제 채점 자료에서 나타난 반응빈도 간

의 관계를 나타난 그래프이다(장소영·신동일, 2009). 본 연구에서 구안한 쓰

기 평가 문항에 대한 채점 자료가 MFRM 분석에 적합한지를 토대로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는 본 연구의 채점 자료의 관찰치 곡선과 함께 그에 따른 95%

[그림 4] 다국면 라쉬 모형의 문항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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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을 의미하는 얇은 선을 양쪽 측면에 제시해준다. 가운데를 지나는 붉

은 선이 문항특성곡선이며, 붉은 선을 따라가며, 95% 신뢰구간 안쪽에 위치

하고 있을 경우, MFRM으로 설명하기 적합한 채점 결과 자료라는 의미다.

본 연구의 채점 자료는 난이도 추정치 -.5부터 0 구간에 하나의 사례가 신뢰

도 95%의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모든 관찰치가

신뢰구간 안에 위치하고, 문항특성곡선을 따라 가고 있으므로 MFRM의 분

석에 적합한 채점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 구안한 쓰기 평가 문항을 통해 수집한 채점 결과 자료가 향후의 논의를

위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였다.

2. 채점 과정의 설계

2.1. 채점 방식의 선정

채점 방식은 크게 분석적 채점 방식과 총체적 채점 방식으로 나뉜다.

브라운(Brown, 2000)에 따르면, 분석적 채점 방법은 총체적 채점 방

법에 비하여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인상 중심의 채

점을 방지할 수 있고,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여러 능력 특성 정보

에 대한 채점 결과를 평가 범주별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평가 범주별 세부 채점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분석적 채

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분석적 채점 방식은 수험자의 쓰기 능력에 대해서 평가 구인별로 채점

자들의 채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으므로 분석적 채점 방법이 총체적 채점보다 더 교육적인 가치

가 높다(이인혜, 2011). 이를 채점자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들

의 쓰기 답안에 대하여 평가 범주별로 채점을 수행하므로, 분석적 채점

방식을 택할 경우 채점자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채점하는 채점자의 채점

정보 또한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채점자 교육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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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총체적 채점보다는 분석적 채점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총체적 채점과 같이 단일 점수를 활용할 경우 쓰기의 각 국면들에 대한

채점을 분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2언어 필자의 경우 쓰기 능

력의 여러 국면의 발달과정과 속도가 다르므로 이 부분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Weigle, 200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통해 채점자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채점자들이 분석적 채점 방법을

활용하도록 채점 기준을 구안하였다. 쓰기 채점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

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이 학습자 쓰기 답안을 각 채점 기준별

로 어떻게 채점하는지 세부 맥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휴즈(Hughes, 1989)에 따르면, 분석적 채점방식은 학습자 작문의 한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한 치우친 판단을 방지하여주고 총체적인 채점에서

채점자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국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점이 있다. 이는 학습자 작문의 여러 측면에 점수를 부여하게 한다는 점

에서 채점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화이트(White, 1984)는 원어민 전문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를 대

상으로 쓰기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전문 채점자의 경우 총체적

채점 방식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원어민 채점자

의 경우 분석적 채점 방식이 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화이트(White, 1984)는 분석적 채점 방식이 비원어민 채점자들

에게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 이유는, 분석적 채점 방식을 활용하면 채

점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기준(anchor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이영식(2000)도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L2 쓰기 답안에 대

한 채점을 수행할 때는 분석적 채점 방식을 활용할 경우 더 안정감 있고

확실한 판단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프란시스(Francis, 1977)와 애덤스(Adams, 1981)은 경험이 없는

쓰기 채점자들에게는 채점 기준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

석적 채점이 총체적 채점보다 채점자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Weir, 1990에서 재인용). 본고의 채점자들 채점 수행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점 수행 과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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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채점 방식이 더 적절하다.

오세영, 박준용, 배재성(2013)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을 총체적

채점 집단과 분석적 채점 집단으로 나누어 그 채점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체적 채점을 활용한 집단에서 전체적 인상 표현과 분석적

인상 표현을 통한 점수 결정 과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

다. 실제로 점수 표상을 위해서는 분석적 평가 항목의 논의를 덧붙여서

점수 표상에 초인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석

적 채점을 활용한 집단에서는 학습자 쓰기 자료를 읽은 후, 평가 준거의

해석과 적용, 전체적 인상을 바탕으로 점수 결정, 분석적 항목별로 점수

결정, 결정된 점수 간의 비교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 채점 과정이 점수

표상을 위한 근거로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할 수 총

체적 채점 그룹과 분석적 채점 그룹 사이에 쓰기 평가 준거의 활용 빈도

수가 큰 차이가 났으며, 분석적 집단이 총체적 집단에 비해 쓰기 채점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김영주(2018)도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평가에 대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바 있다. 한국어 교사 5명 채점 방식에 따라 주

관적, 총체적, 분석적 채점으로 채점한 MFR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주관적 채점이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분

석적 채점을 사용할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인혜(2012)는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채점 방식에 따른 채점자 신뢰

도를 논의한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총체적 채점 방

식과 분석적 채점 방식에 따른 채점 경향을 살펴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채점자내 신뢰

도와 채점자간 신뢰도는 분석적 채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 채점의 하위 항목 중 총체적 채점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은

‘사회언어학적 지식’과 ‘맞춤법’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 두 하위

항목이 총체적 채점 시에 반영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과

제수행, 글의 전개구조, 어휘, 문법 항목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총체적 채점 시에 채점자들이 해당 평가 항목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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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매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채점 기준의 구안

위어(Weir, 2004)는 채점 기준표는 맥락 타당도, 이론 기반 타당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험의 구인 타당도에 관여하게 되므로, 채점

기준의 구안은 시험의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였다. 맥나마라(McNamara, 1996)는 채점 기

준12)은 명시적으로든 비명시적으로든 해당 쓰기 시험이 근거한 이론적

기반을 표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점 기준은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어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채점자들의 언어 프로토콜 보고를 통하여 채점 수행

을 양상별로 살피고, 채점 경향에 따른 채점자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점 수행에 대한 채점자의 언어 보고에 논리적인 체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1) 평가 구인의 선정

본 절에서는 본고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문항에 대한 채점을 수행하

기 위하여, 채점자들에게 제공할 채점 기준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안하

기 위하여 평가 범주를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쓰기 평가 구인 중의 하나로 브라운(Brown, 1994)는 ‘내용,

조직, 담화, 통사, 어휘, 표기’의 6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쓰기 평가의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위어(Weir, 1990)는 ‘관련성 및 내용의 적절성, 작문의 조직, 응결성,

12) 맥나마라가 사용한 원어인 rating scale은 통상 채점 척도로 번역하지만 같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연구의 상황에 따라 채점 기준(criteria), 루브릭(rubric)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연역적 접근을 통해 기술어(descriptor)를 작성하였고, 채점자들에게 실제로 채점을 위
하여 제공한 자료가 프롬프트 질문 형태로 제시한 리커트 척도(5점)의 채점 기준표의 형태였으
므로 ‘채점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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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른 어휘의 적절성, 문법, 맞춤법과 구두점 표기의 정확성’을 제

시하였다.

제2언어 쓰기 평가 가운데 잘 알려진 시험을 바탕으로 쓰기 평가의 구

인을 확인한 결과, TOEFL TWE에서는 아이디어와 전개, 조직, 언어

사용의 수준과 정확성을 구인으로 설정하였으며, TOEIC writing에서

는 의견의 타당성, 문법, 어휘, 조직을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IELTS

writing에서는 과제 수행, 응집성과 결속성, 어휘 능력, 문법의 다양성

과 적절성을 구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 제2언어 쓰기 평가에서의 구인은 그 목적에 따라 표현이 다르

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대연(2004)은 제2언어 쓰기 평가에서의 평가 구인을 정리하여 살펴보

았고 이완기(2012)도 국내외 주요 쓰기 평가의 평가 구인을 살펴본 바

있다. 대부분의 평가들에서 4~6개의 평가 구인으로 나눈 분석적 채점

을 실시하였으며, 구인의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그 지칭하는 바가 서로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평가 분야에서는 아직 구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어에서의 제2언어 쓰기 평가 구인에 관한

검증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 한국어 쓰기

평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한국어능력시험Ⅱ의 쓰기 평가의 구인을 차

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다양성과 적절성, 언어 정확성, 사회 언어학적 기능으로 나눈 5개

의 평가 구인으로 채점 기준을 구성하였다.

(2) 채점 기준표의 작성

채점 기준은 쓰기 평가의 구인에 따라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제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채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기술을

뜻한다. 이는 채점자들이 제공 받은 채점 기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

용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Eckes, 2012:274). 본고에서는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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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채점 수행에서 나타나는 채점 경향을 확인하고 그 양상에 따라

채점자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채점 기준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위글(Weigle, 2002)는 채점 기준표의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채점 기준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이며, 둘째는 쓰기의 평가 구인 가운데 어떤 구인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며, 각 구인을 어떻게 범주화하여 제시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셋째는 척도 점수는 몇 개로 구분하여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며,

넷째는 점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의 질문에 따른 고찰을 따라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채점 기준표의 사용자는 1~12년차의 저·중·고경력의

한국어 교사 채점자이므로, 다양한 경력의 채점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자유 작문 쓰기 평가를 위하여 활용하며, 수

험자 집단은 중·고급의 국내 한국어 학습자이다. 따라서 분석적 채점 방

식의 채점 기준이 적절하다.

둘째, 제2언어 쓰기 평가에서 잘 알려진 채점 기준으로는, 제이콥 외

(Jacob et al, 1981)에서 제시하고 있는 채점 기준가 있다. 해당 채점

기준에서는 내용(30점), 어법(25점), 조직(20점), 어휘(20점), 맞춤법

(5점)으로 가중치에 따라 채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채점 기준

은 점수의 척도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학습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

들의 채점 수행을 각 척도의 간격에 따라 정밀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또

다른 잘 알려진 채점 기준으로는 위어(Weir,1988)의 교육 목적 영어

시험(Test in English for Educational Purposes : TEEP)용 채점

기준이 있다.

본 연구의 쓰기 평가의 구인 설정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 구인을 참조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구인에 대한 연구 보고

서인 양길석 외(2012)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의 하위

요인은 ‘글 구성, 담화 구성, 작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작문’

에 해당하는 한국어 쓰기 문항을 구안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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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쓰기 평가의 채점 특성을 연구한 안수현·김정숙(2017)에 따르면, 자

유 작문 문항은 크게 내용 및 과제 수행(12점), 글의 전개 구조(12점),

언어 사용(26점)의 구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언어 사용에 가중치

를 두어 세부적으로 언어의 다양성, 언어의 정확성, 사회 언어학적 기능

이라는 구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한국어

능력 시험의 평가 구인 및 가중치를 참조하여 내용 및 과제 수행(12

점), 글의 전개 구조(12점), 언어의 다양성(10점), 언어의 정확성(10

점), 사회 언어학적 기능(6점)으로 구인을 나누고, 점수에 따른 가중치

를 설정하여 분석적 채점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척도 점수의 설정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예비 채점(pilot tes

t)13)에서는 위어(Weir,1988)의 척도 점수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1~4점의 척도를 제시하고, 0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예비 실험에 참여한 채점자들에게 채점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결과

중간 점수(3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본 채점

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1~5점의 척도를 제시하고, 0점 부여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평가 범주를 각 채점 기준으로 나눌 때에도 동일한 척도 점

수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채점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효

과적이다(박묘영·심재우, 2014). 또한 채점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해석

을 통해 채점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채점 기준에 대한 척도 점수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넷째, 점수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평가 범주별로 채점 기준

을 묶어서 제시할 경우, 채점 과정에서 모든 채점 기준에 따른 증거 산

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범주에 대한 점수 결정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

수행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혹은 평가 범주 내에서 채점 기준에 대한

후광 효과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타당성에도 또한

13) 본 연구의 예비 채점(pilot test)은 한국어 교사 2명 (1~2년 차의 저경력 채점자 1명, 4~5
년 차의 중경력 채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채점자들은 5명의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
하여 11개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완전 교차형 채점을 진행하였다. 채점 과정에 대한 사고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VPR)를 활용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형식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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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된다(Engelhard, 1994).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채점 기준별로 채점자의 채

점 수행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모든 채점 기준을 나누어서 5점 척도 점수

를 적용할 수 있는 채점 기준표를 구안하였다. 채점자들에게는 채점 기

준에 미달할 경우, 0점을 부여하도록 안내하였다14). 채점자의 점수 결

정에 대한 형식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

e)15)를 도입하였다. 이는 채점자가 채점 기준에 대하여 가진 수험자 답

안에 대한 인상을 정도성으로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분석적 채점 도

구로서 5점 척도의 점수로 활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16).

쓰기 평가에서 수험자의 쓰기 답안을 과제 수행, 내용 조직, 언어 능

력, 격식과 같은 세부적인 평가 구인으로 나누어서 채점을 한다고 하더

라도, 각 평가 구인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얽혀 있다. 그에 따라 각

점수 결정이 영향을 미치거나, 영역에 따른 채점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점자가 각각의 채점 기준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채점 기준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다(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104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 범주별

로 나뉜 채점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채점 과정에서의 후광 효과17)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는 채점 과정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과

14) 따라서 본고에서 채점자들에게 부여 가능하도록 제시한 척도 점수는 0 ~ 5점까지의 6점 척
도에 해당한다. 이는 TOEFL 등의 세계적인 제2언어 쓰기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척도 점수
이다. 햄프 라이언스와 해닝(Hamp-Lyons & Henning, 1991:364)에서도 6점 척도가 쓰기
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 점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더 큰 범위의 척도를 활용할 경우 채점
자들이 수험자들의 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신뢰롭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채
점 결과, 본 연구에서 채점자들이 수험자 쓰기 답안에 0점을 부과한 경우는 없으므로 실제적으
로는 1~5점까지의 척도 점수가 채점에 활용되었다.

15) 평가 구인을 알면 각 척도 점수에 대한 기술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채점 기준에 따라 리
커트 척도로 제시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기술어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다. 즉, 본고에서 제시하
고 있는 11개의 채점 기준의 문장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
렇다’의 5개 구를 활용하여 세분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부록 참조). 다만 이러한 쓰기 기술어를
채점자들에게 제시할 경우 채점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 실질적인 참조 자료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쓰기 문항에 대한 채점 기술어를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에서 제
시하지는 않았다.

16)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의 형식와 내용은 부록을 참조.
17) 신동일·장소영(2002)은 후광성은 채점자가 수험자의 쓰기 능력의 구인들을 개념적으로 잘 구

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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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쓰기 답안의 수준과 평가 구인별 중요성에 대한 채점자 요인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함이다.

(3) 기술어의 작성

노스(North, 1993)는 언어 평가를 ‘기술(description)’과 ‘측정

(measurement)’의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기술’은 목표어에 관한

언어학적인, 언어 교육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목표어의 수준을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는 점수화되어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수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해당하는 ‘측정’의

과정을 의미한다.

노스는 언어 평가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은 쓰기 평가에서는 채

점 기준에 살펴보고자 하는 평가 구인을 평가 범주로 어떻게 묶을 것인

지, 또한 각 평가 범주에서의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에 관한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수험자의 쓰기 수준과 관련하여 ‘측정’

의 부분은 이를 어떤 평정 척도로 점수화할 것인지, 각 척도 점수를 어

떤 기술어(descriptor)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바

탕으로 평가 목적에 따른 채점 기준표를 구안하는 것이 쓰기 평가의 타

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쓰기 평가의 평가 목적에 따라 채점 기준표에서 척도 점수에 대한 정확

한 기술어를 진술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아직 한국어 교육의

영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못했다18). 바흐만과 팔

머(Bachman & Palmer, 1996)에 따르면, 이렇게 채점 기준의 기술

18)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채점 기준표에도 척도 점수별 기술어
(descriptor)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처럼 쓰기 평가에서 기술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엘
더슨(Alderson, 1991)의 논의를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엘더슨(Alderson,
1991)은 채점자의 내적 채점 기준의 활용을 언급하면서,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언어 표현들을 고정된 기술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쓰기 평가 목적에 따른 표준화된 척도 점수별 기술어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은 물론 실용적 차원에서의 경험적인 분석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Fulcher, 1993,1996; Haselgreen, 1998 : Weir, 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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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descriptor)에 관한 귀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연역적 접근 방법의 기술어 진술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9).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6)는 쓰기 척도 점수에 대한 기술을

연역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완전함’, ‘폭넓음’, ‘보통’, ‘제한적’, ‘전혀

없음’의 5점 척도로 그 수준을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역

적 기술어 접근 방법을 수용하여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구안하였다. 채

점 기준을 문답식으로 제시한 후 리커트 척도의 형태로 분석적 채점을

하도록 제시할 경우, 이러한 연역적 접근 방법의 척도 점수 기술어를 활

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위글(Weigle, 2002)는 연역적 접근 방법의 채점 기준이 기능적 구인

보다는 내재적 구인 개념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았다. 수험자의 기본 능

력과 같은 내재적 수준을 측정할 때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

로 채점에 미숙한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에서 제한적 채점 기준만을 활용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채점자에게 채점 기준표

외에 위의 연역적 접근을 통한 기술어를 작성하였다20). 각 채점 기준에

는 예상되는 수행 수준을 명시해야 하며, 분석적 체계가 반복적으로 같

은 것을 채점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Weir,

2004). 이는 채점 기준표로 인해 발생하는 후광효과(halo effect)를 방

지하기 위함이다.

엥겔하르트(Engelhard, 1994)에 따르면, 채점자가 채점 기준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채점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통해

채점자들이 어떤 채점 경향을 보이는지, 또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어떠

한 내재적 요소에 집중하는지와 같은 부분을 모든 채점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6)는 쓰기 척도 점수에 대한 기술을 연역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완전함’, ‘폭넓음’, ‘보통’, ‘제한적’, ‘전혀 없음’의 5점 척도로 그 수준을 나누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역적 기술어 접근 방법을 수용하여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구
안하였다. 채점 기준을 문답식으로 제시한 후 리커트 척도의 형태로 분석적 채점을 하도록 제시
할 경우, 이러한 연역적 접근 방법의 척도 점수 기술어를 활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
다.

20) 구체적인 기술어(descriptor)의 형식과 내용은 부록을 참조.



- 69 -

2.3. 수집된 자료의 형태

(1) 채점 결과 자료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채점 방식과 평가 구인, 평정 척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채점 기준을 구안하였고, 그에 따른 채점 기준표를 제작

하였다21). 채점자에게는 채점 기준표를 제공하여 채점 결과 자료를 수

집하였다. 채점 기준표 상단부에는 수험자들에게서 수집한 10편의 쓰기

답안의 내용을 기술하여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채점지의 형태로 마련하

였다. 하단부에는 채점 기준표에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6

명의 채점자가 10편의 쓰기 답안을 채점한 총 60편의 채점지를 수집하

였다. 채점자들은 11개의 채점 기준을 완전 교차형으로 채점하도록 설

계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60편의 채점지에서 총 660회의 채점 수

행에 관한 분석적 채점이 채점 결과 자료로 수집되었다. 결측치는 없으

며, 이 가운데 문항 내적 일치도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된 C03을 제외한

600회의 채점 수행이 실제 분석에 활용됐다.

(2)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교사의 채점자 영향을 살펴보며 비교 분석하고,

보고된 채점 경향을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따른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

여 그 채점자 요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채점 수행에

대한 각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채점 과정 분석을 위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는 사고 구술법

(think aloud)을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이를 위해 채점 수행 중에 채

점자가 겪게 되는 인지 작용은 동시적으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설계된

채점의 절차를 따라 채점을 수행했기 때문에, 채점자의 사고 구술은 논

리적인 순서를 지닌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보고(VPR)의 형식을 띤다.

언어 프로토콜 보고로 수집된 채점자의 사고 구술 과정은 모두 녹음되었

으며, 약 10시간 45분(645분) 분량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가 수

21)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의 형식과 내용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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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었다22).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transciption)되었으며, 채점자 언

어 프로토콜 분석(VPA)에 활용되었다.

3.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 영향 분석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 요인이 채점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 영향을 서

로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척도화가 이루어진 채점 정보가 필요하다. 그

런데 쓰기 평가에는 채점자 배경 요인이나 채점자의 채점 과정, 그리고

문항, 채점 기준, 쓰기답안과 같은 채점자 외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등

으로 인한 복잡한 채점 상황이 존재하므로, 채점 결과를 채점자가 수행

한 관찰 점수로 확인할 경우, 관찰값이 서로 동일한 척도 상에 위치한다

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를 동일한

척도 상에 위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항 반응 이론(IRT)의 다국면 라쉬 모형(MFRM)을 활용하면, 채점

자들의 관찰 점수를 동일한 척도 상에 위치하도록 조정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MFRM은 문항 곤란도에 관한 확률 모형을 바탕으로,

채점자들의 관찰 점수를 logit 분포에 따른 조정 점수로 척도화한 채점

결과를 제시해준다. 본고에서는 위의 조정 점수를 활용하여 채점 과정에

서의 채점자 요인이 채점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이

는 쓰기 평가의 MFRM 분석을 통해 제시된 채점 결과에서 확인된 채

점자 영향(rater effect)과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Ⅲ장에서는 채점자의 채점 결과 자료인 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해

석을 위하여 다국면 라쉬 모형(MFRM)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쉬 모형(Rasch model)은 문항반응이론(IRT) 가운데 수험자의 능

력과 문항 곤란도를 활용하여 수험자의 과제 수행에 대한 확률적인 추정

22)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Ⅲ장의 3.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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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던 1모수 로지스틱 모형이다. 린나커(Linacre 1989, 1993)

은 이러한 라쉬 모형을 채점자와 채점 기준 등 다른 국면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다국면 라쉬 모형(many facets rasch model,

이하 MFRM)을 제시하고, 이를 컴퓨터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FACET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면(facet)이란 측정 상황에서 채점 결과인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을 의미하며, 이론적으로는 채점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국

면을 모형에서 설정하여 계속 추가할 수 있다(김성숙, 2001). MFRM

는 각 국면의 영향을 배제하여 채점자들의 관찰 점수가 동일한 척도 선

상에 놓이도록 통계적으로 재조정한 조정 점수를 제공해주므로, 보다 공

정한 채점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 대한 분

석이 개별 단위로 다루어지며, 각 국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은림·채선희(2001)은 린나커에 의한 국면 설정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험자 쓰기 답안 요인을 포함해서 MFRM의 모형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험자, 채점자, 채점 기준의 세 가지

국면을 활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채점 경향의 분석을 위해서 세부 채

점 상황에 따라 FACETS 프로그램에서의 모형값을 설정하고 명령어를

다르게 입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채점 결과 자료를 MFRM 분석으로 살펴보면, 확률 기반의 분석을 통

해 척도 활용 양상에 나타난 채점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3)는 이때 MFRM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척도 점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채점자의 엄격성’, ‘중심 경향

성’, ‘후광성’, ‘무작위성’, ‘채점자 편향성’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논의를 수용하되,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채점자로 인한

영향을 보다 폭넓게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MFRM 분석을 통해 보고된 채점자 경향에 관한 해석 방식

을 수용하되,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서 나타난 채점 상황을 바탕으로 보

다 넓은 의미의 채점자의 영향과 그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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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면별 분석 결과

린나커(Linacre)는 다국면 라쉬 모형(MFRM)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FACET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채점자가 부여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점수에 대한 통계적인 분

석을 통해 난이도에 따른 확률적 추정을 통한 채점자 정보를 logit값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쓰기 평가의 채점자 중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채점 결과에는 채점자가

채점을 수행할 때 채점자 요인의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관한 해석

방법을 제공하는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4)의 논의를

적용하면서 이성준(2019)은 채점자 영향(rater eff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수행에 대한 채점에서 채점자로 인한 체계적

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Scullen, Mount & Goff, 2000)이라는

의미이며 또한 채점자 특성에 대한 측정의 관점에서는 “측정 오류를 내

포하는 채점자의 채점 경향”(Wolfe & McVay, 2012:32)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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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국면 요약 정보

Model = ?,?,?,R

Rasch
측정값

수험자 채점자 채점 기준
척도

점수

1 + + + (5)

5 8 R06 ---

7 글의구성

1 2 4 R05 단락구성 어휘정확 어휘정확

* 0 * * * R03 문법다양 * *

R01 글의격식 내용구성담화표지 어휘다양 주제수행

6 9 R02 ---

R04

-1 + 3 10 + + (1)

<표 9> 전체 국면 요약 정보

채점자들의 채점 경향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체 국면 요약 단면

에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MFRM 분석의 대상이

된 채점 결과 자료는 모두 600건으로, 6명의 한국어 교사가 10명의 수

험자의 동일한 쓰기 답안에 대하여, 4개의 평가 범주에 해당하는 10개

의 채점 기준23)을 적용하여 채점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9>는 전체 국면 요약 정보이며 수험자, 채점자, 채점 기준에 모두

RSM모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먼저 제일 왼쪽 열에는 Rasch 측정값이 logit값

으로 기록되어 있다. logit값은 MFRM 분석에서 부여하는 상대적인 값

으로, 평균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 logit값이 0보다 위에 있는 경우 해

23) 채점자들에게 제시된 채점 기준은 본래 C01~C11까지 11개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채점 결과 자료 적합도 검증 결과 C03은 문항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서 ‘내용 및 과제 수행’ 평가범주의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C03)’에 해
당하는 채점 기준은 전체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채점 기준은 제외하
였고 총 10개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MFRM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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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값이 평균보다 크다는 것이고, 0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

다 작다는 뜻이다.

1) 수험자 국면 정보

다음 수험자 열에서는 수험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E01, E07, E05, E08은 logit값이 0보다 위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채점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는 뜻으로,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수준

이 높은 수험자들이라는 뜻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자는 E08

로, 조정 평균 점수(fair average)24)가 4.03으로 나타나 4점을 넘은

유일한 수험자이다. 전체 국면 요약 단면에서 logit값 0과 같은 선상에

나타난 E02, E04의 경우, 평균적이며 특징이 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뜻

이다. logit값이 0보다 낮게 측정된 E06, E09, E10, E03은 낮은 점

수를 받은 수험자들이다.

위의 수험자 국면의 logit값 정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험자들의 수

준이 고르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측정된 수험

자는 E03으로, 조정 평균 점수(fair average) 2,34점에 해당한다. 모

든 수험자들은 logit값 -1.5 ~ 1.5점 사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

으며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수험자들의 수준이 고르게 분포하

고 있으며 그 편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25). 수험자들의 채점 결과

분포에 대한 고정된 카이제곱(fixed chi-squared) 값은

176.5(d.f.=9)이며 유의확률은 .00으로 p<.01수준에서 수험자들의 수

준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조정 평균 점수(fair average)는 수험자와 채점자가 표준 수준일 경우로 환산한 값으로, 해
당 값을 채점자들의 관찰 점수(observed average)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수집한 자료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다.

25) 이는 본고의 연구 목적이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 영향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추적하여 채점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기능하는데 있기 문이다. 채점자의 다
양한 채점 수행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수험자들의 수준을 고르게 모집하되, 그 수준을 통제하여
이상치에 해당하는 수험자 쓰기 답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이는 이상치가 많아지면
쓰기 답안의 특징에 따른 편향된 채점 기준이 활용될 여지가 많아져 분석 결과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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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자 국면 정보

채점자 국면을 자세히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체 국면 요약 단면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채점자 정보를 확인해 본다. 채점자 국면에서는 R05,

R06의 logit값이 0보다 위에 분포하며, 이는 관찰 점수를 확인했을 때

엄격한 채점을 한 채점자라는 뜻이다. R03의 logit값은 0과 동일한 선

상에서 측정되어 엄격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

고, R01, R04은 관대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관찰

점수 상으로는 엄격한 채점을 한 채점자들보다 관대한 채점을 한 채점자

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채점 기준 국면 정보

채점 기준 국면에서는 ‘글의 구성(C04)’, ‘단락 구성’, ‘어휘 정확’에 해

당하는 채점 기준의 logit값이 0보다 위에 분포하여 수험자들이 점수를

얻기 어려운 채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채점자 PCM 분석 보고서에 따르

면(표 <11>), 가장 점수를 얻기 어려운 채점 기준은 ‘단락 구성(C04)’

으로 채점자들이 부여한 조정 평균 점수는 2.8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it값의 분포가 0 수준에 있는 채점 기준으로는 ‘담화 표지’, ‘문법 다

양’, ‘문법 정확’, ‘주제 수행’이 있었다. logit값이 0보다 밑에 분포하는

‘글의 격식’, ‘어휘 다양’, ‘내용 구성’ 채점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 쉬운 채점 기준이라는 뜻이다. 채점 기준 국면의 PCM에 관한 분

석 결과(model:?,?,#,R)에 따르면 수험자들이 가장 점수를 얻기 쉬웠

던 채점 기준은 ‘내용 구성(C02)’로, 채점자들이 부여한 조정 평균 점수

는 3.55점으로 나타났다.

채점자들이 채점한 척도 점수의 분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척도 점수 중 3점의 logit값이 0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는 본 연구의 채점 실험에서 리커트 척도로 제시한 3점의 ‘보통이다’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게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극단적

인 채점인 1점의 경우 logit값이 -3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쓰기 답안이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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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한 0점은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았

다.

3.2. 채점자들의 척도 점수별 활용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 나타난 채점자 국면을 중심으로

MFRM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MFRM

분석이 제공하는 채점자 국면에 PCM을 적용한 모형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정보를 살펴본다. 채점자 국면에 대한 자세한 MFRM 분석의 측정

보고서는 아래 표와 같다.

(1) 관찰 점수와 조정 점수

MFRM 분석의 엄격성과 관련된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관찰 점수

(Observed average)와 조정 점수(Fair average)의 잔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에 대한 채점자 영향의 발현

정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채점자들의 관찰 점수와 모형의 조정 평균 점수를 확인한 결과, R06의

잔차가 0.1로 가장 크게 보고되었다26).

26) 이러한 수치는 R06의 채점 수행에서의 유의미한 채점자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합적인 MFR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후 4장에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통해 채점 수행

R01 R02 R03 R04 R05 R06

관찰
점수

3.21 3.41 2.89 3.58 2.75 2.36

조정
점수

3.22 3.41 2.81 3.58 2.71 2.26

잔차 -0.01 0.00 0.08 0.00 0.04 0.1

<표 10> 전체 채점자들의 관찰점수와 조정평균점수의 잔차 [Model: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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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자 국면 PCM 정보

Model = ?,#,?,R

채점자 총점
관찰

평균

조정

평균

Rasch 측정값 내적합도

logit값 표준오차
엄격성

표준오차

평균

제곱값

표준화

값

R01 321 3.21 3.22 -.42 .11 -4.62 1.15 1.2

R02 341 3.41 3.38 .12 .11 1.32 1.12 1.0

R03 289 2.89 2.81 .06 .09 .54 .92 -.5

R04 358 3.58 3.58 -.11 .12 -1.32 .74 -2.3

R05 275 2.75 2.71 .42 .13 5.46 .95 -.4

R06 236 2.36 2.26 .56 .11 6.16 1.12 .8

모집단: 표준오차평균 .11 표준편차 .30 분리비: 2.69 층위 3.92 분리신뢰도 .88

표본:표준오차평균 .11 표준편차 .33 분리비 2.98 층위 4.31 분리신뢰도 .90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47.9 자유도:5 유의확률: .00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4.5 자유도:4 유의확률: .34

채점자 간 일치빈도: 1500 실제 일치도 491 = 32.7%기대 일치도: 439.5= 29.3%

<표 11> 채점자 국면 PCM 정보

본 연구의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내적합도(Infit MnSq)는 .74에서

1.15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채점

자의 내적합 평균제곱값은 통상적으로 0.6 ~ 1.4 사이에 위치할 때 신

뢰할 만하다고 보므로,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내적합 평균제곱값을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채점자의 일관성이 이상치에 해당하는 채점자는 보

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내적합 표준화값(Infit ZStd)을 살펴본

결과, R04의 내적합 표준화값이 -2.3으로 보고되어 과적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내적합 표준화값은 절댓값이 2를 넘어갈 경우

의 양상에 따른 채점자 요인을 분석해볼 수 있다.
27) 내적합 평균제곱값은 0.6~1.4에 위치하고 있을 때 적합하다고 여겨진다Wright & Lin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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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합 혹은 부적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이영식, 2014).

(3) 채점자별 척도 점수 분포와 적합도

채점자의 척도별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점수 미달을 의미하는 0점

을 부여한 채점자는 없었다. 최하점인 1점을 활용하지 않은 채점자도

두 명(R02, R04)이 보고되었다. 채점자들의 척도 점수 활용은 채점 오

류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척도의 중간 점수를 많이 사용하는 중앙 집

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Myford & Wolfe,

2004:199).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채점자들 가운데 척도의 중앙값인

3점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경우는 R02밖에 보고되지 않았다. 오히려 4점

(R01, R04)과 2점(R03, R05, R06)이 가장 많은 활용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채점자의 척도 점수별 활용의 외적합 평균제곱값을 확인한 결과 R01

의 2점(1.5), R02의 3점(1.4), R04의 2점(.6), R06의 4점(1.5)에

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척도 점수의 활용을 보인 것을 나타났다.

보다 엄격한 잣대로 척도 점수 활용의 엄격성을 살펴보면, 평균제곱값

1994). 그보다 이하일 경우 과적합 양상으로 모형에서 척도 활용이 필요 이상으로 겹쳐 수험
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이상일 경우 부적합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척
도의 활용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혹은 외적합 평균제곱값이 ±2를 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과적합 혹은 부적합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Eckes, 2011:83).

척도 R01 R02 R03 R04 R05 R06

0 0 0 0 0 0 0

1 2(1.2) 0 18(.7) 0 4(.9) 21(1.0)

2 31(1.5) 24(1.0) 26(1.3) 17(.6) 44(1.0) 42(1.2)

3 19(.7) 30(1.4) 22(1.0) 30(.9) 26(1.1) 22(1.1)

4 40(1.0) 27(1.3) 17(.7) 31(.7) 25(.8) 10(1.5)

5 8(1.0) 19(1.0) 17(.9) 22(.8) 1(.9) 5(.9)

<표 12> 채점자의 척도별 점수 분포(%)와 외적합 평균제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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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인 1.0을 기준으로 과적합과 부적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

다(신동일, 2001:81). 연구자마다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척도 점수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척도 점수의 활

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R01의 3점(.7), R02의 4점(1.3), R04

의 4점(.7), R03의 1점(.7), R03의 4점(.7)에 대한 과적합 활용을 살

펴볼 수 있고, R02의 4점(1.3), R03의 2점(1.3)에 대한 부적합 활용

을 살펴볼 수 있다.

(3) 채점자 간 신뢰도

집단별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교사 채점자의 관찰점

수(PtMea) 평균은 .52이고, 조정 점수(PtExp) 평균은 .52로 나타났

다. 채점자 간 신뢰도에서 관찰 점수와 조정 점수의 차이가 큰 경우, 채

점자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개별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라쉬

보정 점수(PtExp)는 .49으로 보고된 R05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채점자들의 관찰 점수와 보정 점수의 잔차

를 확인한 결과, .1보다 큰 채점자는 2명이 보고되었다, R04가 관찰

점수 .71에 보정 점수 .53으로 .18의 잔차가 보고되었다.

채점자 간

신뢰도
R01 R02 R03 R04 R05 R06 평균

관찰 점수 .44 .46 .65 .71 .53 .43 .537

조정 점수 .54 .54 .61 .53 .49 .51 .537

잔차 .10 .08 .04 .18 .04 .08 0.00

<표 13> 채점자 간 신뢰도 (correlation PtMea-Pt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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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점자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FACETS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을

통해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 결과를 해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3)에서

는 FACETS 프로그램의 MFRM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채점

자 요인의 영향으로 채점 엄격성(severity)과 관대성(leniency), 집중

경향성(central tendency), 무작위성(randomness), 후광성(halo

effect)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준(2019)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채점자

요인의 영향을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누어서 기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 자료에 대한 MFRM 분석 결과를 개

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1) 채점자 엄격성과 관대성

1) 채점자 집단 수준의 분석 결과

먼저 전체 채점자들의 엄격성에 대한 유의성은 고정된 카이제곱값

(fixed chi-squared)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채점 결과 자

료에 대한 고정된 카이제곱값은 47.9(d.f.=5)이며 유의확률 .00이다.

이는 유의수준 p<.01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전체 채점자들의 엄격성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채점자마다 엄격성에 얼마나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분리

비(separation ratio) 값을 확인하면 된다. 모집단에서의 분리비를 확

인한 결과, 2.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채점자 간의 엄격성의 차이가 측

정 오차보다 2.69배 가량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층위(strata)를 확인

한 결과 3.92개의 층으로 나뉘고 있으며 채점자들 간의 분리 신뢰도는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수준의 채점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사 채점자의 엄격성과 관대성으로 인한 채점자 영

향을 살펴보았다. 채점자 집단 수준의 분석 결과 채점자들 간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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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격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채점자 개별 수준의 분석 결과

채점자 개별 수준의 엄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국면 요약 단면

의 채점자별 logit값의 분포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 중에서 엄격한 채점을 한 채점자는 2명으로

R06, R05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수준의 채점을 한 경우는 R03 한 명

이고, 관대한 채점을 한 경우는 R04, R02, R01 3명이다.

(2) 특정 척도 점수에 대한 집중 경향

집중 경향성은 특정 척도 점수 사용의 빈도와 관련된 채점자 영향으로,

채점자의 채점이 전체 척도의 중앙값으로 채점이 몰리는 현상을 가리킨

다. 집단 수준의 채점자 중심 경향성 분석에는 척도별 사용 빈도, 수험

자의 분포 및 적합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수준의 중심 경향

성 분석은 채점자의 척도별 빈도 분석, 척도 점수 사용에 나타난 특징

등을 확인해 보면 된다.

1) 채점자 집단 수준의 분석 결과

먼저 채점자의 집중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험자의 수준이 집

중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국면 모두에 RSM을 적용한 MFRM 분석을 확인한 결과, 수험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고정된 카이제곱값은 176.5(d.f.=9)이고 유의확률

.00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수험자들의 능력 수준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전체 국면 요약 정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험

자들이 집단 수준에서의 집중 경향성이 없다는 뜻이다. 수험자 능력 수

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10명의 수험자에 대한 분리비는 4.20이며

층위가 5.94으로 나타났다. 분리신뢰도는 .95로 보고되어 수험자들은

서로 매우 다른 수행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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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점 기준에서의 적합도 분석을 통해서도 채점자들의 집중 경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내적합 평균제곱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채

점 기준에서 특정 척도 점수를 국면에 더 많이 사용하여 과적합을 적용

한 MFRA 결과, C03(.81), C08(.89), C05(.94), C06(.94),

C10(.95)로 나타났다.

2) 채점자 개별 수준의 분석 결과

① 척도별 점수 분포표와 외적합도를 활용한 분석

채점자의 내적합 평균제곱값(MnSq)이 1보다 낮게 측정된 경우, 집중

경향성이 있는 채점자로 볼 수 있다. 단, 아주 타당한 채점을 진행했을

때에도 이러한 보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관찰점수와 조정점수의 잔차,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표 11>에서 채점자 내적합도가 1보다 작은 채점자 가운데, 집중 경향

성이 의심되는 한국어 교사는 R04로 채점자 내적합도는 .74로 측정되

었다. R04의 내적합 표준값은 -2.3으로 과적합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이 채점자의 채점자 간 상관성을 나타내는 관찰값은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값인 3점이 아니라 다른 채점자들 가운

데에서도 출현 빈도가 높은 다른 척도 점수에 대한 집중 경향성이 나타

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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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주 확률 곡선 그래프를 활용한 분석

[그림5]에 따르면, R01의 경우 2점 척도의 확률 곡선 그래프가 종 모

양으로 높게 솟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점 척도의 활용이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또한 2점 척도 확률 그래프와 4점 척도 확률 그래프의 접점이 3점 척

도 확률 그래프와 4점 척도 확률 그래프보다 문항 난이도 상으로 뒤에

나오고 있어 불안정한 한계치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2점과 4점 척도

확률 곡선의 접점은 문항 난이도 축의 0값 인근에서 3점 척도 확률 곡

선보다 더 높은 확률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값에서 R01이 중앙

값인 3점 척도보다 2점이나 4점 척도를 사용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

다. 즉, R01이 문항 난이도 상에서 3점이 더 적절한 상황에서 2점을

부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R01이 중앙값인 3점의 활용(19%)이 채점자 가운데서 가장 적은

채점자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심 경향성을 피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2점(31%)과 4점(40%)의 비중이 다른 채점자들보다 커지면서 2점 척

[그림 5] R01의 범주 확률 곡선 그래프 [그림 6] R02의 범주 확률 곡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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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활용에서 3점 척도의 경계를 넘어 활용되는 부적합한 경우들이 나

타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R02는 3점의 척도 활용에서 부적합한 양상이 보고되었다. 범주 확률

곡선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문항 난이도 기준의 0값에 3점 척도와 4점

척도의 접점이 나타나고 있다. 2점 척도 확률 곡선과 3점 척도 확률 곡

선의 한계치가 3점 척도 확률 곡선의 꼭짓점 근처에 형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 확률 곡선과 4점 척도 확률 곡선의 좁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02는 1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2점의 활용이 극단값에 위치하게 되었고, 중간값을 줄 것

으로 예상되었던 채점 상황에서 4점으로 채점하는 확률이 절반 정도에

이르면서 그 사이에서 3점의 활용이 다소 부적합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③. 척도 범주의 한계치를 활용한 분석

MFRM 분석 결과의 척도 범주의 한계치(thresholds)를 통해 보다 정

확한 수치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한계치는 수험자의 점수 척도별 확률 곡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의미하며, 수험자가 채점자에게서 교차하는 곡선

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Andrich, 1978). 그러므로 인접 척도 확률 곡선 간의 교차점의 거리

를 살펴보면 척도에 대한 집중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향이 나

타날수록 척도별 확률 곡선 상에서 퍼져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교차점 R01 R02 R03 R04 R05 R06

A(1&2) -2.89 - -1.14 - -3.27 -.168

B(2&3) -.08 -.98 -.18 -1.11 -.47 -.14

C(3&4) .45 .00 .36 .02 .36 .56

D(4&5) 2.49 .96 .98 1.08 3.36 1.28

<표 14> 채점자별 척도 범주의 한계치(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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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별 한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R01의 A~B 사이의 거리

는 2.81이고, C~D 사이의 거리는 2.04로 확인되어 R01은 중앙값인

3점에 비해서 2점과 4점의 활용에 집중 경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05의 A~B 사이의 거리는 2.8이고, C~D 사이의 거리는 3.0

인 반면에, B~C 사이의 거리는 .83으로 확인되어 R05도 중앙값인 3

점의 활용이 떨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점 기준의 주관적 사용으로 인한 경향

1) 무작위성

채점자의 무작위성은 채점자들이 제공 받은 공통적인 채점 절차와 진행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채점자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는 채점 기준 활용에 있어서 임의적이라고 보이는 채점 수행을 하였거

나, 수험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채점자들의 평균적인 채점 수행과는

다른 주관적인 채점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① 채점자 집단 수준의 비교 분석 결과

채점자의 무작위성으로 인한 채점 결과가 나타났음을 집단 수준에서 확

인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과 척도 점수를 일관성 있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집단 수준의 무작위성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수험자 국면의 MFRM　분석 결과 보고된 고정된 카

이제곱값과 모집단의 분리비, 층위, 분리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고정된 카이제곱값은 47.9(d.f.=5)로 보고되

어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R01 R02 R03 R04 R05 R06

A~B 2.81 - .96 - 2.8 .028

B~C .53 .98 .54 1.13 .83 .7

C~D 2.04 .96 .62 1.06 3.0 .72

<표 15> 교차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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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점자 집단 수준의 무작위성이 수험자의 점수 분포 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뜻한다. 모집단의 분리비는 2.69, 층위는 3.92로 보고되

어 분리 신뢰도는 .88에 해당하여 수험자 간의 능력 차이를 충분히 구

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 그룹에서는 집단 수

준의 무작위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② 개별 채점자 수준의 비교 분석 결과

개별 채점자 수준에서 채점자의 무작위성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채점자의 내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채점자의 내적합도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척도 점수에 대한 부적합한 활용인 무작위성이 나타난

채점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채점자들 가운데 내적합도가 1보다 크다고 보고된 것은 모두 4명이다

(R06:1.01, R02:1.06, R03:1.06, R01:1.11). 하지만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내적합도는 모두 1에 근사한 값으로 보고되어 해당 채점자

들에게 유의미한 무작위성의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후광 효과(halo effect)

① 채점자 집단 수준의 비교 분석 결과

후광성에 대한 집단 수준의 채점자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

준 국면에 관한 PCM에서 각 채점 기준에 대한 고정된 카이제곱값과 분

리비, 층위, 분리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채점 기준 활용에 관한 MFR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정된 카이제곱값은 40.4(d.f.=9)로 측정되었고, 유의확률

은 .00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다. 모집단의 분리비는 1.70으

로 나타났고, 층위는 2.60이며 분리 신뢰도는 .74로 보고되었다. 이는

채점자들이 전체 4개의 평가 범주에 관한 10개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수험자들의 쓰기 능력 특성이 약 2.6개 수준으로 구분하었음을 뜻한다.

이에 따른 분리 신뢰도도 .74로 특성 수준을 정교하게 구별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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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 채점자 수준의 비교 분석 결과

후광성에 대한 개별 채점자 수준의 채점자 영향을 살펴보려면, 무작위

성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내적합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R04가 .74로 과적합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채점자들과의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MFRM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에게서 뚜렷한 후광성을 확인하기는 어렵

다는 뜻이다.

3.4. 편향적 채점 분석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에서 주목하는 채점 근거들은 각기 다른데, 특정

채점자가 다른 국면, 즉 특정 수험자나 특정 채점 기준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상태로 채점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점자들의 채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예측할 수 있으며,

채점자의 영향으로 인한 편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Eckes, 2012). 따라

서 채점자가 특정 요인과 보이는 채점 편향을 확인해 보면, 채점자와 해

당 요인의 상호작용 편향으로 보고되며, 본 연구에서는 MFRM 분석에

서 두 가지 국면으로 입력한 ‘수험자’와 ‘채점 기준’과의 편향을 확인하였

다.

MFRM은 국면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 나타난 분석 결과의 이상치를

제공해준다. 이를 ‘채점자 편향(differential rater functioning’ 분석

이라고 하며, MFRM 분석에서는 채점자가 특정 국면과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라쉬 모형이 ‘예상치 못한’ 채점을 하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보고

해준다. 편향적 채점 분석의 경우 집단 수준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바로

개별 채점자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채점자가 특별히 어떤 다른 국면과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면 이원 상

호작용 (two-way interaction)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점자-수험자 쓰기 답안 상호작용 편향, 채점자-채점 기준 상호작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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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등(Schaefer, 2008)이 있다. 이는 어떤 채점자가 특정한 쓰기 답안

에 대해서만 유난히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을 하였다든가, 채점자가 특

정한 채점 기준에 대해서만 유난히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두 가지 국면 모두와 상호작용한 상황 속에서 편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주로 예상치 못한 반응(unexpected

respons)으로 언급되며(Lumley & McNamara, 1995), 분석을 위하

여 채점자 상호작용 편향(differential rater functioning:DRF’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지기도 하였고(Eckes, 2011), 국내 연구에서는 편향적

채점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국소적 편향(이창수, 2014)라고 분류하기도

하였다.

통계량

채점자 국면과 다른 국면의 편향적 채점 유형

수험자쓰기답안×

채점자

채점 기준 ×

채점자

수험자 쓰기 답안 ×

채점 기준 ×채점자

상호작용 횟수 60 60 600
±2 초과 t값

횟수(%)
12(20%) 4(6.7%) 14(2.3%)

p<.05 (%) 5(8.3%) 3(5%) 0(0%)

최소t (df) -2.99 -2.57 2.25

최대t (df) 3.46 2.57 -2.52

평균 -.04 0.00 -.03

표준편차 1.41 1.09 .78

<표 16>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평가 국면별 편향적 채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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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점자×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편향적 채점 결과

먼저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

적 채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채점자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상호

작용에서 t값이 ±2를 초과하는 경우는 12회(20%)로 보고되었다. 이중

에서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는 5회(8.3%)로 보고되었으

며, 각각 ‘R06과 E08(t값=3.46)’, 'R06과 E06(t값=-2.99)', 'R03

과 E07(t값=2.89), 'R03과 E05(t값=2.63)', 'R03과 E06(t값

=-2.51)'에 해당한다. 5회의 편향적 채점 사례는 R03(3회), R06(2

회) 두 명의 한국어 교사에게 집중해서 발생하였으며, 두 채점자 모두

E06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편향적인 척도 점수 사용이 보고되었다.

[그림 7]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 그래프

위 그래프는 채점자 국면이 수험자 쓰기 답안 국면과 보이는 편향적 채

점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채점자와 수험자 국면 사이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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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 [그림Ⅲ]에 제시된 것과 같이 12개의 값이 t검정 결과

±2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 60쌍의 채점자-수험자 중에서 특정

수험자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엄격한 채점을 한 경우가 4쌍, 특정 수험

자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관대한 채점을 한 경우가 8쌍으로 보고되었다.

R03의 경우 MFRM의 예상보다 엄격하게 채점한 수험자(E03, E06,

E08, E10)가 4명, MFRM의 예상보다 더 관대하게 채점한 수험자

(E05, E07)가 2명으로, 전체 R 그룹에서 나타난 채점자-수험자 편향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성에 따라 엄격할

때도 있고 관대할 때도 있는 편향된 채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수험자에게 가장 편향된 채점을 한 경우는 R06으로, E08의 쓰

기 답안을 채점할 때 MFRM의 예상보다 t값 3.46만큼 매우 관대한 채

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의확률 0.0072에 해당하는 매우 편향

된 채점으로, R06이 E08의 쓰기 답안을 채점할 때 보고한 채점 과정

에서 다른 수험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가장 엄격한 채점을 한 것도 R06인데, E05의 쓰기 답안을 채

점할 때 MFRM의 예상치보다 t값 기준 -2.99만큼 매우 엄격한 채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의확률 0.0153에 해당하는 매우 편향된 채

점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가장 많은 R06도 수험자에 따라서] 이처럼

극단적인 채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많은 채점자

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평가자로서의 경험이 내적 척도 점수의 형성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R 그룹의 나머지 채점자 중에서도 특정 수험자에 대한 편향이 드러나

지 않은 한국어 교사 채점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각각 'R01-E01',

'R02-E04', 'R04-E04', 'R05-E05' 수험자로부터 유의미한 편향을

가진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자 쓰기 답안의 관점에서는 E04에 2명의 채점자, E08에 2명의

채점자가 편향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E05에 대해서는 전체 R

그룹의 채점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편향된 채점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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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자×채점 기준에 대한 편향적 채점 결과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에 대한 편향적 채점을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본다. 채점자와 채점 기준과의 상호작용에서 t값이 ±2를 초과하

는 경우는 4회(6.7%)로 보고되었다. 이중에서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는 3회(5%)로 보고되었으며 ‘R02와 C10(t값=2.57)’,

‘R01과 C07(t값=-2.31)’, ‘R01과 C01(t값=-2.57)’이 해당 편향적

채점이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8]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 그래프

다음으로 위 그래프는 채점 기준 국면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채점자 국면과 채점 기준 국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Ⅲ]에 제시된 것과 같이 4개의 값이 t검

정 결과 ±2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정 채점 기준에 대해서

MFRM의 예상보다 엄격한 채점을 한 경우가 2건, 관대한 채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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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2건이다.

R01이 채점 기준 C01과 C07에 관하여 유의미하게 엄격한 채점을 수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값 기준으로 각각 -2.57, -2.31에 해당하

는 값이다. 또한 R03은 C01에 관하여 t값 기준 2.11 수준으로 관대한

채점을 하였으며, R02는 C10에 관하여 t값 기준 2.57 수준으로 관대

하게 채점을 하는 채점자 편향을 보였다. 이외에는 채점자와 채점 기준

간에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채점자× 수험자 쓰기 답안×채점 기준 모두에 대한 편향적 채점 결과

채점자가 다른 두 국면, 즉 특정 수험자 쓰기답안과 특정 채점 기준 모

두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채점을 한 것으로 보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채

점 결과에 해당 채점자 변인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이

는 두 국면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MFRM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

다. FACETS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예상치 못한 채점 결과

(unexpected reponses)’로 보고한다. 이를 채점자 ‘상호작용 편향

(differential rater functioning:DRF’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Eckes, 2011; 이성준, 2019 재인용), 이창수(2014)에서는 이를 채

점자의 채점 수행에서 나타난 ‘국소적 편향’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28).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중재 과정에서의 다른 국면의 영향으로 나타난

작용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면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채점자와 다른 국면 간의 편향적 채점 분석의 경

우 집단 수준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바로 개별 채점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FACET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DRF 분석은 표준화 잔차

(StRes)가 ±3.0을 기준으로 MFRM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

28) 이창수(2014)에서는 영어 평가 쓰기 채점자에게서 나타난 채점자 편향(rater bias)을 ‘전반
적 편향’, ‘부분적 편향’, ‘국소적 편향’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부분적
편향은 본고의 채점자의 ‘하나의 국면에 대한 편향적 채점’과 그 개념이 같고, 국소적 편향은 채
점자의 ‘두 국면에 대한 편향적 채점’과 그 개념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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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ACETS 프로그램의 구동 단계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표준화 잔

차(StRes)가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혀서 출력하도록

분석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표준화 잔차 ±2.0의 경우 유의확률 95%

로 MFRM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해당한다. DRF 분석에서 이상치를

살펴보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표준화 잔차값이

±3.0 이상(유의확률 99%)에 해당된다고 보고된 경우에 개별 채점자

수준으로 채점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총 2개의 채점 결과가 DRF 분석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이를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점자와 다른 두 국면에 대한 편향적 채점을 살펴볼 수 있는 DRF 분

석의 경우 채점 상황에 대한 채점자의 국소적인 편향이 나타난 경우이

다. 따라서 먼저 동일한 채점 상황에서의 다른 채점자들과의 채점 수행

을 비교할 수 있다.

R02는 E03의 C01에 대하여 5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MFRM의 예

상보다 표준화 잔차 기준으로 3.2점이나 관대하게 채점한 결과이다.

R01은 E08의 C10에 대하여 2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MFRM의 예

상보다 표준화 잔차 기준으로 -2.1점이나 엄격하게 채점한 결과이다.

위와 같이 국소적으로 채점자가 편향적 채점을 수행했다고 보고되는 경

우, 채점 기준과 수험자 쓰기 답안이라는 요인 중에서 어떤 세부적인 요

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채점자의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통해서 확인

해볼 수 있다.

점수 관찰점수 잔 차 표준화 잔차 수험자 채점자
채점

기준

5 2.6 2.4 3.2 E03 R02 C01

2 4.1 -2.1 -3.0 E08 R01 C10

<표 17> 채점자의 두 국면에 대한 편향적 채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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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Ⅲ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의 채점 결과 자

료에 대한 MFRM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추가적인 질적 분석이 필요한

지점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자의 엄격성은 모두 정상 범위로 보고되었다. 채점자 집단

및 개별 수준의 전반적인 채점에 대한 MFRM 분석으로는 엄격성에 관

해 특별한 점이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채점을 살펴보는 것

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채점 상황29)별로 채점자 엄격성에 대한 분석

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채점자의 일관성에서는 R04가 내적합 평균제곱(Infit MnSq)값

이 .74로 보고되었는데, 내적합 표준화값(Infit ZStd)이 -2.3으로 보고

되어 과적합 경향이 있는 채점자로 분류되었다. 채점자의 과적합 경향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으로 인하여 해당

채점자의 채점 결과가 과적합 경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질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MFRM의 Rasch 측정값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점자의 관

찰 점수와 MFRM의 조정 점수 사이의 잔차를 확인한 결과, R06의 잔

차가 .1로 나타나 관찰 점수와 조정 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채점자로

측정되었다. 잔차가 크다는 것은 채점자 영향이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R06의 내적합 평균제곱값은 1.12로 전반적으로 일관

성이 있는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R06은 특정 채점 상

황에서 채점자 요인으로 인한 큰 오차를 범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넷째, 마찬가지로 MFRM의 Rasch 측정값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점자의 관찰 점수와 MFRM의 조정 점수 사이의 잔차를 확인한 결과,

R03도 .08로 보고되어 채점자 영향이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이에 관하여는 본 연구의 Ⅱ장에서 이론적 토대로 다룬 채점자 중재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
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별, 채점 기준별 채점자의 채점 수행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보다 논의를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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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3의 전반적인 채점은 채점자들 가운데 가장 평균적이며, 내적합 평균

제곱값도 .92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R03도 특정 채점 상황에서 채점자 요인으로 인한 오차가 발

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무작위성과 후광성과 같은 주관적인 척도 점수 활용의 가능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점자들의 척도 점수별 활용의 외적합 평균제곱값

을 살펴본 결과, R01은 2점(1.5), R02는 3점(1.4), R06은 4점(1.5)

에서 각각 주관적인 척도 점수의 활용을 통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R02의 4점(1.3), R03의 2점(1.3)에

서도 척도 점수 활용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채점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척도 점수의 활용 상황을 중심으로 채점 과정에서

의 채점자의 언어 프로토콜을 살피는 질적 논의를 통해 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채점자 개별 수준의 집중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점자들

의 척도 점수 활용 비중과 척도 점수별 외적합 평균제곱값을 확인한 결

과, R01은 2점(31%)과 4점(40%)의 비중이 높은데, 3점(.7)의 비중

이 적음에도 집중 경향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R01의 2점

과 3점의 척도 점수 활용에서 혼란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04는 2점(.6), 4점(.7)에서 집중 경향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보고되

었는데, 척도 점수 활용의 비중 또한 2점(17%), 4점(31%)로 나타나

4점 활용에서의 집중 경향성이 예상된다. R03의 4점(.7)에서 집중 경

향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 척도 점수 활용의 비중은 17%

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러한 척도 점수 활용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점 상황에 대한 채점자의 언어 프로토콜을 질적으

로 분석해야 한다.

일곱째, 채점자 집단 수준의 집중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점자가

활용한 채점 기준의 내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03(.81), C08(.89),

C06(.88), C05(.94), C10(.95)에서 과적합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척도 점수의 활용별로는 C03의 2점(.6)과 4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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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10의 5점(.6) 척도 점수 활용에서 집단 수준의 집중 경향성을 보

였다.

여덟째,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에 관한 MFRM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

점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은 다음과 같이 보고

되었다.

마지막으로 채점자가 다른 두 국면에 대한 편향적 채점으로 인한 영향

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MFRA를 통해서 보고된 채점자 영향에 대한 해석에는 제한이 많다.

MFRA를 통해 보고된 채점자 영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점

상황에서의 맥락을 질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MFRM을

R06과 E08(t값=3.46)

R06과 E06(t값=-2.99)

R03과 E07(t값=2.89)

R03과 E05(t값=2.63

R03과 E06(t값=-2.51)

<표 18>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 (유의확률 95%)

R02와 C10(t값=2.57)

R01과 C07(t값=-2.31)

R01과 C01(t값=-2.57)

<표 19>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 (유의확률 95%)

R01과 E08과 C10 (t값=-3.0)

R02와 E03과 C01 (t값=3.2)

<표 20> 채점자의 다른 두 국면에 대한 편향적 채점 (유의확률 99%)



- 97 -

통해 보고된 채점자 영향에 대한 해석이 채점 과정에 대한 채점자들의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활용할 수 있다(이성준,

2019). 즉 MFRM의 분석을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에 따른 점수의 해석

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라 채점 상황에서의 원인과, 채

점자의 언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나타난 채점자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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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채점자요인분석을위한채점자언어프로토콜탐구

본 장에서는 채점자의 중재적 평가로서 채점자 요인의 작용을 규명하

기 위하여 Ⅲ장에서 얻은 채점자들의 채점 경향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채점 수행에 대한 채점자들의 녹음 자료는 형식화를 위하여 전사

한 후 채점 단위별로 분절하였다. 이후 분절된 채점자 발화는 분석을 위

해 채점 단계에 맞추어 정렬되어 코딩되었고 분석틀에 따라 분석되었다.

맥나마라(McNamara)는 채점자가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인 추론의 단계를 거쳐서 산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면, 채점자의 채

점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떤 수행 평가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 과정을 살펴보며 그 추론

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수적이다(지현숙, 2006).

따라서 각 채점 요인에 따른 채점 결과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채

점 과정에서 채점자 요인으로 인해 어떤 채점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자 요인으로 인해

채점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한다면, 이

를 채점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

점 결과인 점수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다국면 라쉬 모형(MFRM)을 활

용한 채점 경향을 분석하였고, 각 채점 경향을 채점 양상에 따라 채점자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채점자 중재 과정에서 나타난 채

점자 요인 분석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채점자 요인은 크게 채점자 배경 요인과 채점 과정에서의 인지·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채점자 채점 과정에서의 인지·심리

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본고가 채점자 배경 요인

효과의 온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점 과정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채점자의 배경 요인에 관한 논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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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Ⅴ장에서 해석하여 논의점으로 제시하였다.

1. 채점자 요인분석을위한채점자언어프로토콜자료의구축
1.1.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적합성 검증

(1)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얻기 위

하여 채점자들로부터 사고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채점자들은 본고의

채점 실험에서 제시한 채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순서를 따라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Ericsson & Simon, 1993)을 수행하였다30).  

채점 과정에 대한 언어 보고가 일반적인 사고 구술과 다른 점은, 채점

자의 인지 과정 모형에 따라 설계된 체계적인 채점 수행을 하는 과정에

서의 언어 프로토콜이 보고되므로 기타 범주에 대한 구술이 일어날 가능

성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이성준, 2019). 본고에서는 채점 과정에서의

인지 경로를 언어적으로 보고했다는 의미로서 ‘언어 보고 프로토콜’로 지

칭하고, 일반적인 사고 구술 자료와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체계화된 과

업 수행에서의 언어 보고는 채점자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토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점 과정에 나타난 채점

자 요인을 밝히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채점 수행은 모두 녹음되

었고, 한국어 교사 6명의 음성 녹음 파일 10시간 45분 분량을 수집되

었다. 수집된 녹음 파일은 전사되어 텍스트로 형식화되었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유의미한 코딩을 부여하기 위하여 먼저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는 10명의 수험자의 쓰기 답안을 6명의 채점자가 채점한

자료이다. 6명의 한국어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11개의 채점 기

준에 모두 결측치 없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채점자 한 명 당 110회의

30) 일상적인 사고구술 자료를 논리적인 체계와 객관성을 확보하여 코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화자의 사고구술이 논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발화 결과를 코딩할 수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사고 구술이 아니라, 논
리적인 절차에 따라 언어적인 프로토콜을 산출한 보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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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을 수행한 것이 된다.

구어 자료의 특성상 채점 과정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녹음 파일을 전사

하였다. 전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사는 여러 회차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한국어 교사의 경우 1차 전사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

랫폼의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google cloud console speech to

text api)을 활용해 음성 자료를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2차에서

는 5인의 보조 연구원들이 채점자들의 음성 자료를 청취하며 1차로 전

사된 텍스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며 오류를 교정하였고, 채점

자들의 채점 단위별31)로 발화를 분절(segmenting)하였다32). 교정 작

업을 위해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채점 단위별 분절을 위해서

는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채점자의 음성 자료를 전사한 채점 과정 보고 텍스트 자료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31) 채점(scoring) 단위란, 채점자가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서 포착한 특정 증거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구술의 덩어리를 뜻한다.

32) 한국인 교사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2차 전사 작업인 교정 작업에는 5명의 연구
보조원이 참여하였다. 연구 보조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2·30대 성인들로, 이들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상을 모두 마친 자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원어민 화자로서의 직관과 언어 이
해력을 갖추고 있어 청취 작업의 교정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자의 지도하에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5명의 연구보조원들은 2단계 전사 작업에 참여하기 전 연구자로부터 1시간
가량 전사 자료의 교정 및 기록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작업 중간에도 의문점이 있을 경우
연구자와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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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의 채점 과정 보고 시간은 평균 약 107.5분으로 나타났다.

R03 채점자와 R06 채점자가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채점

시간을 기록한 영향으로 보인다.

채점자들이 전체 채점 중에 평균적으로 발화한 단어의 수는 8,793개였

으며, 이 중 R02, R04, R05 채점자는 10,000개 이상의 단어를 발화

하였다. R01, R03, R06은 발화의 절대량이 평균보다 적은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자들의 음성 파일을 전사한 텍스트 파일의 글자

수는 공백포함 199,513글자로, 이는 200자 원고지 약 998매에 해당한

다.

모든 채점자들은 수험자 E01에서 E10까지의 순서로 채점을 진행하였

다. 이와 같이 동일한 순서로 수험자를 배열하면,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나타난 채점자들의 채점 양상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점자들의 수험자 쓰기 답안별 채점 과정 보고 전사 자료의 세부

적인 글자 수와 단어 수는 다음과 같다.

채점자 코드 시간 (분) 단어 수 1분당발화
단어 수

글자 수
(공백포함)

R01 112 8,719 77.8개 32,870

R02 132 10,351 78.4개 37,129

R03 75 6,589 87.8개 23,786

R04 136 11,689 85.9개 45,886

R05 124 10,358 83.5개 39,463

R06 66 5,053 76.6개 20,379

총합 645 52,759 490 199,513

평균 107.50 8,793.17 81.67 33,252.17

<표 21> 한국어 교사별 채점 과정 보고 전사 자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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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R01 R02 R03 R04 R05 R06
E01 3,487 5,174 4,020 4,979 3,455 1,904
E02 4,907 3,861 3,108 4,354 3,824 2,194
E03 3,757 4,140 3,160 4,715 2,638 1,577
E04 3,306 3,219 2,738 4,396 3.885 2,019
E05 2,570 3,537 1,887 3,543 3,703 1,513
E06 3,098 3,525 2,397 4,344 3,058 1,705
E07 2,803 2,646 1,751 3,878 4,834 1,881
E08 2,940 5,609 1,519 4,589 4,948 2,479
E09 2,832 2,649 1,431 5,546 5,006 2,917
E10 3,170 2,769 1,775 5,552 4,114 2,190

평균 3,287 3,712 2,378 4,589 3,558 2,037

총합 32,870 37,129 23,786 45,886 39,463 20,512

<표 22> 한국어 교사의 수험자별 채점 과정 보고 전사 자료의 글자 수

채점자의 수험자 답안별 사고구술 단어 수와 글자 수를 살펴보면, 채점

자별로 더 많은 양의 발화를 할애한 수험자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채점자가 해당 수험자에 대한 대하여 채점자의 채점 편향이 나타난

상황일 가능성도 있고, 채점자가 해당 수험자에 대하여 채점 곤란을 겪

었을 가능성도 있다.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코딩 작업을 진행하며 채점

과정에 나타난 해당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질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단어 수 R01 R02 R03 R04 R05 R06
E01 945 1,448 1,149 1,264 898 498
E02 1,117 1,055 880 1,155 978 536
E03 959 1,172 867 1,220 694 409
E04 903 902 734 1,089 1,035 524
E05 721 1,017 523 894 978 400
E06 856 998 663 1,102 822 438
E07 766 717 472 951 1,258 466
E08 806 1,553 412 1,141 1,302 512
E09 768 740 393 1,409 1,323 739
E10 878 749 496 1,464 1,070 531
총합 8,719 10,351 6,589 11,689 10,358 5,053

<표 23> 채점자의 수험자 쓰기 답안별 채점 과정 보고 전사 자료의 단어



- 103 -

(2)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구축 과정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구축 과정을 통해서도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채점 실험에 참여한 채점자들에 대한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VPR) 활용 교육, 채점 과제에 대한 연습 제공, 채점자 언어 프

로토콜 자료의 연습,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연습에 대한 피드백

제공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채점자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1) 언어 프로토콜 분석법(VPA)

지금껏 사람의 인지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아

직까지 직접적으로 인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진 바 없다.

그 가운데 사고 구술(think aloud)은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 가운데 피

험자의 인지 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이다(Ericsson & Simon, 1993). 사고 구술을 논리적이고 체

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수집하면,

해당 맥락에서의 인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Lumley, 2005). 이는 시선 추적(eye-tracking)이나 뇌파 확인과 같

은 다른 방법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다.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VPR)은 동시적 프로토콜(concurrent

verbalization)과 회상적 프로토콜(retrospective verbal reports)

두 가지로 나뉜다. 동시적 프로토콜은 인지적인 행위에 대하여 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고, 회상적 프로토콜은 행위가 끝난 후에

당시를 회상하며 언어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언

어 보고라고 하더라도 프로토콜 자료 수집을 할 때는 두 경우를 분리해

서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적 보고법을 활용해서 채점자들의 채점과정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회상적 보고법이 피실험자가 수행한 행동에 대해 사후에

되돌아보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동시적 보고법은 피실험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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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정에 보다 가까운 내성적(introspective) 성격을 띤다. 채점자의

쓰기 채점 과정에서의 인지 과정을 언어적으로 형식화할 수 있다. 따라

서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은 채점과정에서의 채점자의 인지 과정을 살펴

보는 연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Suto &

Greatorex, 2006). 시선 추적(eye tracking)이나 뇌파 검사와 같이

해석이 요구되는 단면적인 자료와는 달리, 인지적인 처리에 관한 직접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Ericsson & Simon, 1985:259).

사고구술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채점자의 사고 과정을 녹음

하기 위해 구술하는 것도 원료적인 표상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의 형식화

를 거친 자료라는 점이다. 이 언어화의 과정에서 채점자 내부에서 처음

올라온 원료적인 표상과는 다른 표상을 지칭하는 형식으로 왜곡될 수 있

다. 이러한 사고구술의 언어화 과정이 갖는 왜곡을 줄이고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Nonan, 1992). 또한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과제 수행과 언어적 보고 사이에서 지연되는 시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Green, 1998).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 실험에서 5명의 수험자로부터 본 실

험과 동일한 문항의 쓰기 답안을 수집해 2명의 채점자에게 채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채점 기준을 미리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적

용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채점자들의 인지 과정에서

1~4점 척도(0점 가능)보다는 1~5점 척도(0점 가능)를 더 필요로 한

다는 점, 예제를 통해서 실제 사고 구술로 채점을 해보는 연습 시간과

그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채점을 실시하기 이전에 채점자들에게 채점자 언

어 프로토콜 자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사고 구

술법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설명하였

다. 또한 채점 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제 수험자 답안 자료가 실

린 채점지 2부를 연습용으로 제공하였고, 또 다른 실제 수험자 답안지

가 실린 채점지를 제공하여 사고 구술로 녹음하며 실제 채점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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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이때 채점 과정에서 사고 구술

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 수정 사항에 관한 피드백을 주

고 또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폰테인 외(Fonteyn et al, 1993)에 따르면, 사고 구술로 보

고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연구자는 채점자의 생각을 가정하거나, 다른

구술로부터 추론하여 결론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 즉, 사고 구술로 직접

보고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33). 따라서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에 대한 동시적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논리

적인 체계를 제시하는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하다.

울프(Wolfe, 2006)는 연구자가 채점자들에게 채점 과정 보고의 진행

과정과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채점자들이 사고구술 과정에

서 수 초 이상 침묵하지 않고 계속 발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채점자들이 채점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지점

을 강조하였고, 채점자들에게 배부한 채점자용 답안지의 모든 장에 ‘가

능한 쉬지 않고 발화할 것’을 안내하는 문구를 실었다.

일상 대화의 사고 구술은 체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고 구술 자료는 채점 과정을 보고한 담화이다. 채

점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가진 수행이므로 채점자의 인지 과정의 흐름

은 큰 틀에서 채점 과정 모형을 따라 진행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채점자의 채점 과정으로 이루어진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점자가

구술한 단어와 문장 구성을 살펴본 후 이를 채점자 인지 과정으로 연결

하여 응집력을 더하여 추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34).

33) 일반적으로 다른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하여 피실험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
인하는 것과는 달리, 사고 구술법에서 수집된 동시적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를 진행
하지 않는다. 이는 아무리 피실험자 자신의 사고 구술 자료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
며 보고한 경우 당시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혹 이러한 자료를 수집했
더라도 이는 회상적(retrospective) 보고 자료로 따로 분류한다.

34) 이창수(2014)는 사고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임을 언급한 바 있다. 채점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고 구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의 강점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서 나타난 채점자 경향과 같은 채점자
영향들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고 구술 자료에 부여하
는 분석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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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 기준표의 활용을 고려한 설계

채점자가 채점 기준표에 따라 수험자 쓰기 답안을 채점하는 채점자 인

지 과정에 대한 자료는 점수의 타당도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Bejar, 2012). 이러한 채점자의 인지 과정은 채점자들이 생성하는 언

어 프로토콜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쓰기

평가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와 수험자 쓰기 답안을 언어 프로토콜을 보

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맥나마라(McNamara, 2000)의 평가와 기준의 관계에 이를 본고에

맞도록 수정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에 따르면, 맥나마라(McNamara,2000)는 채점자 중재 평가인

쓰기 수행 평가에서 채점 기준이라는 프롬프트를 제공 받은 발화와 그렇

지 않은 발화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이에 따르면 채점자의 추론의 타당성은 채점 과정에서 채점 기준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수험자의 쓰기 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의 구인을 알아야 한

다. 이 구인에 따라 평가 범주를 나누고, 평가 범주 안에서 구체적인 채

점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점자는 이 채점 기준이 요구하는

필수적 자질을 분별한 후, 이를 실제 수험자로부터 수집한 관찰 가능한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평가
채점자 중재 채점 기준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일련의

증거를 살핌
←

채점 기준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자질을

파악

←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기술

관찰 가능한 증거 → 추론 →
관찰 불가능한

수험자의 능력

[그림 9] 맥나마라의 평가와 채점 기준의 관계를 수정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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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것을 통해 관찰 불가능

한 수험자의 능력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채점(scoring)은 앞서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단계로 볼 수 있

다. 본고에서는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채점 단

계를 채점 기준표의 활용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채점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는 수험자 글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에 대

한 표상 형식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3단계는 점수 부여

(rating)를 하는 단계로 채점자는 앞선 단계에서 모은 근거를 바탕으로

수험자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표상을 점수화하는 수행을 요구 받게 된

다. 물론 3단계 수행 중에 채점자가 해당 채점 기준 프롬프트에 답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1단계 혹은 2

단계로 돌아가서 수험자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를 구축하는 단계의

채점 수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채점자들의 채점 기준의 활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의 사고구술 담화를 관련된 채점 기준에 따라 분류

하여 코딩하였다. 이는 수험자의 수행 능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의 기준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채점자의 수행을 관찰해야 한다는 논

의를 고려함이다.

1.2.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 분석의 설계

앞 절에서는 채점 결과 자료의 양적 분석을 통해서 쓰기 평가의 국면들

에 대한 MFRM 분석을 살펴보았고, 채점 결과에서 드러난 채점자 요인

에 의한 영향을 통계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본 절에서는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을 녹음한 사고구술을 자료를 코딩하

고 분석하였다. 이때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는 채점자가 본고에서

부여한 채점 과제를 수행하는 인지 과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채점자들의

사고 구술 자료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채점 결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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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해서 확인한 채점자 영향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

능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형식화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활

용하여 채점자 영향이 발생한 맥락을 살피고, 채점자 영향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한 분석을 설계하였다.

(1)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형식화

1) 채점자 인지 과정에서의 단계

본고는 Ⅱ장에서 채점자들의 인지 과정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

형에 따르면 채점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35). 1단계는 채

점자가 독자(reader)로서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채점자가 적극적인 독자(reader)로서, 앞

서 형성한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표상을 언어로 형식화하는 단계이다.

이는 채점자로서의 채점(scoring)의 과정이며,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3단계는 채점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rating)의 단계이다. 앞서 내린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판단을 내적 척도에 따라 점수화하는 과정으

로, 측정(measurement)의 성격을 지닌다.

35) 이 단계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며, 실제 채점 과정에서는 각 단계가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
으로 진행이 되기도 한다. 본고의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을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으로 보고할 때
에도 위의 채점 단계에 따른 보고 과정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는 복합
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
를 다시금 채점자 인지 과정의 단계에 따라 정렬 시킬 필요가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텍스트

이미지 구축
→ 인상 표상화 →

채점 기준

프롬프트

활용

[그림 10] 채점 과정의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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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단계 채점 수행 과정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채점자가 구체적으로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어떤 요소에 반응하

였는지가 담기게 된다. 이를 통해 쓰기 답안에 관하여 채점자가 어떠한

텍스트 이미지를 표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채점 수행 과

정에서는 앞서 형성한 텍스트 이미지의 인상을 어떻게 언어로 형식화하

였는지, 판단을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단

계 채점 수행 과정에서는 주어진 채점 기준 프롬프트에 어떻게 반응하였

는지, 해당 프롬프트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인상을 점수화하는

과정이 담기게 된다36).

본 연구에서는 채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채점자 요인에 대한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2장

에서 제시한 채점자의 중재 과정과 관련된 본고의 모형과도 관련이 있으

며, 울프(Wolfe, 1997)와 럼리(Lumley, 2005) 등에 나타난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체계에 맞게 수정 변

형한 모형이다.

36) 채점자가 위의 인지 과정을 거쳐 채점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지 표상을 온전히 언어로 형식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사고구술 기법의

기본 전제에 따라 피험자(채점자)가 직접 구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추론할

수 없다. 채점자가 구술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고 구술법은 국내

외를 막론하고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시선 추적(eye

tracking)이나 뇌파 측정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과는 달리 채점자의 실제 인지 과정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채점자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

기 위하여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가능한 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표

현하도록 채점 자료 연습 단계와 실제 채점 단계 모두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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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 

채점자 중재 과정에서의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은 위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채점자의 채점 과정은 위와 같이 채점자 이미지 구축 및 평가 단

계와 점수 산출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채점자는 이러한 단계를 따라

모형에서 제시된 럼리(Lumley, 2000)와 같은 인지 과정을 거친다. 각

단계가 반드시 채점 과정 전체의 진행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위

단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상위 단계에서 타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는 않

는다. 본고에서는 앞의 두 단계를 묶어 ‘텍스트 이미지 구축 및 인상 평

가’로, 마지막 단계를 ‘채점 기준을 활용한 점수 부여 및 점수에 대한 근

거 수집’으로 두고 두 상황을 나누어 언어 보고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는 채점자들의 언어 보고 프로토콜의 정렬 기준이 달라지기 때

문이며

채점자는 산출한 텍스트 이미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는데, 이

때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위와 같이 존

재한다. 앞서 Ⅱ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무엇이 있는데, 한국어 쓰기 평

가 채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본고의 채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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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위의 모형과 같이 채점자의 중재 과정을 거쳐 부여된 수험자의 점수에

통계적인 특이성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점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채점자의 반응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3)에서 제시한 채

점자 경향을 수용하되, 실제 채점 수행에서 나타나는 채점자로 인한 영

향을 보다 폭넓게 작용한다고 보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앞선 선행 연

구들 MFRM 분석을 통해 보고된 채점자 경향에 관한 해석 방식을 수

용하되, 채점 과정에서 나타난 채점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채점자의 영향과 그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의 발

화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MFRM 분석에서 보고된 채

점자의 영향들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전사 자료의 분류 및 분절

본 분석의 목적은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나타나는 채점자의 영향을 파

악하고, 구체적인 채점 상황에서 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채점자의

사고 구술 자료에 대한 언어 프로토콜 분석법(VPA)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먼저 시간 순서의 담화 덩어리로 이루어진 각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

어 프로토콜 자료를 논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배열한 후에 채점 단위별로

분절(segmenting)하여 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선 채점자 인지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 보고 전사 자료를 크게 ‘텍스트 이미지 형성 및

인상 평가’를 위한 발화와 ‘채점 기준을 활용한 점수 부여 및 점수에 대

한 근거 수집’을 위한 발화로 분류하였다37).

37) 울프와 래니(Wolfe and Rennay, 1993) 또한 사고구술을 활용한 프로토콜을 분석하면서,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내용에 집중한 보고와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보이는 활동에 대한 보고로

나눈 바 있다. 본고에서 채점자들의 발화를 ‘텍스트 이미지 형성 및 평가’와 ‘채점 기준을 활용한 점

수 부여 및 점수에 대한 근거 수집’으로 나눈 것은, 앞서 제시한 채점자의 채점 수행 단계에 따라

수행된 채점자의 발화를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류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점자의 채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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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이미지 형성 및 인상 평가’에 관한 채점자 발화를 코딩하기 위

하여 먼저 수험자 쓰기 답안의 각 문장을 먼저 배열하였다. 그리고 채점

자들의 채점 과정 전사 자료를 확인하며, 수험자 쓰기 답안의 해당 문장

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는 발화이거나, 해당 문장에서 추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인상을 평가할 경우 수험자 쓰기 답안의 문장에서의 채

점자별 발화로 기록되고 코딩되었다.

‘채점 기준을 활용한 점수 부여 및 점수에 대한 근거 수집’에 관한 채점

자 발화를 코딩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채점의 각 채점 기준 프롬프트를

먼저 배열하였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채점자 발화는 채점 기준표의 활

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채점자가 어떤 수험자

를 어떤 채점 기준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채점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코

딩할 수 있다. 위의 코딩 작업은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

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대해서는 앞선 MFRM 분석을 통한 양

적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

는 앞 절의 MFRM 분석에서 채점자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일어났다고

보고된 채점 상황에 대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서 채점 상황

을 살펴보면서38), 코딩된 프로토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점자 영향

준표의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표를 채점 기준 프롬프트에 따른 점수화를 위한

근거를 찾는 채점 과정 보고는, 앞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채점 과정 보고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는 발화의 경우 Wolfe and

Rennay(1993)에서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보이는 활동에 대한 보고로 분류한 발화와 성격이 유

사하다. 또한 본고의 ‘텍스트 이미지 형성 및 평가’에 해당하는 채점자 발화는 Wolfe and

Rennay(1993)에서 분류한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내용에 집중한 보고와 그 성격이 같다.

Freedman & Calfee(1983)도 채점자들의 텍스트 이미지 구축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

데, 채점자들은 쓰기 평가의 채점 기준을 고려하면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특히 채점 과정을 텍스트 이미지 구축 단계와 점수의 부여의 두 단계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본

고와 같다.
38) 이창수(2014)는 영어 쓰기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MFRM 분석 결과 보고된 채점자 편향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확인하며 세 가지 질문을 활용했음을 밝
히고 있다. 이를 본고의 연구 상황에 맞도록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
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채점자는 각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서의 증거 수집 과정을 거쳐 적절
한 텍스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가? 둘째, 각 채점자는 채점 기준표에 기술된 세부 채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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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요인39)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피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채점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2) 분석 대상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MFRM 분석 결과 채점자 영향이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된 대상을 중심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VPA를 실시

하였다. 아래의 MFRM 분석 결과는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 결

과에 경향성 및 오차가 생긴 것으로 보고된 경우이므로, 해당 부분을 중

점적으로 전체적인 프로토콜의 VPA를 실시하여 채점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해당 채점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나 MFRM에서는 채점자 영향으로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채점자들, 다른 채점 기준을 살펴 채점 상황을 확인하였다. 중점이

되는 분석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관성

부족

부적합한 척도 사용
집중 경향성

편향적 채점

무작위성 후광성 수험자 채점 기준 둘 모두

R04

R02

3점(1.4)

2점(1.3)

R06

4점(1.5)

R04

2점(.6)

4점(.7)

R03과

E05

E06, E07

R01과

C01,C07

R02과

E03-C01

R01

3점(.7)

R06과

E08

R02과

C10

R01과

E08-C10

R06과

E06

<표 24> 채점자 영향에 따른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대상

목과 관련하여 채점할 때 수험자 쓰기 답안의 어떤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가? 셋째, MFRM 분
석 결과 보고된 채점자 요인으로 인한 영향의 요인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39) 조나센(Jonassen, 1997)은 교수·학습 설계의 관점에서 구조화된 과제와 비구조화된 과제를
구분하여 각 과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과제의 유형’, ‘과제의 표상’, ‘개인 차이’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한 후, 이러한 요인들이 채점자 프로토콜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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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딩 체계

언어 보고 프로토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먼저 분석을 위한 코딩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울프

(Wolfe, 1997)의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을 바탕으로, 전사한 채점자들

의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텍스트 이미지 형성 및 형식화’ 단계와 ‘점수

결정’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다. ‘텍스트 이미지 형성 및 형식화’ 단계

의 프로토콜은 수험자 쓰기 답안을 문장 단위로 분절하여 각 문장에 대

한 각각의 채점자별 언어 프로토콜 보고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점수 결정’ 단계에서는 채점 기준별로 채점자들의 보고를 기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박종임(2012), Wolfe(2005), Lumley(2005), 백유

진(2021), 이성준(2019) 등에서 제시한 언어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코드 체계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채점자들이 보고한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드의 단일 분류 원칙 아래에서 상호 배타성,

상호 독립성(이종승, 2009)을 고려하여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커밍(Cumming, 1990)의 논의를 주로 참조하였는데,

커밍은 채점자가 채점 과정에서 집중하고 있는 요소(focus)에 따라 ‘자

기 조절(self control)’, ‘내용(content)’, ‘조직(organization)’, ‘언어

(language)’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눈 후, 채점자 인지 과정에 따라 ‘해석

(interpretation)’, ‘판단(judgement)’으로 나누고 이후 세부적인 행동

양상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구술 자료의 형식화를 위하여,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을 바탕으로 채점자들에게 언어 프로토콜 보고의 순서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채점자 코드 체계도 채점 단계를 기준으로 단계에 따라 나

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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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언어 프로토콜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의 평가 구인에 맞추

어, ‘총평(general review)’ ‘과제 수행(tasking)’, ‘글의 조직

(organization)’, ‘언어 다양성(diversity)’, ‘언어 정확성(accuracy)’,

‘격식(formality)’으로 나누었으며, Wolfe(2005)의 논의를 참조하여,

채점자의 채점 수행 양상에 따라 ‘평가적 논평(evaluative comments)’

과 ‘비평가적 논평(nonevaluative comments)’, 점수 결정(rating)으

로 나누어서 코딩하였다. 채점 기준에 제시된 평가 구인에 대한 직접적

인 논평의 경우 평가적 논평으로, 그렇지 않고 채점자의 주관적인 논평

의 경우에는 비평가적 논평으로 코딩하였다.

이와 같은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코딩은 동일한 채점 상황에서

의 채점자들 간의 채점 수행 양상을 비교할 때 기준 틀로서 채점자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코딩의 장점은, 1단계 채점 과정에서는 쓰기 답안의 어떠한 지

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과, 2단계 채점 과

정에서는 채점 기준 간의 개입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채점

과정 각 단계에서 위의 코딩 체계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분석해 보면 채

점자의 채점 준거의 중요도 인식을 중심으로 채점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채점자의 평가 구인 인식 양상’ 중

심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함인지를 살펴보았고, 2단계에서는 이는 채

점자의 채점 기준의 해석과 적용 양상을 중심으로 채점자의 요인을 살펴

총 평

(G)

과제 수행

(T)

글의 조직

(O)

언어 다양성

(D)

언어 정확성

(A)

격식

(F)

평가적

논평(E)
EG ET EO ED EA EF

비평가적

논평(N)
NG NT NO ND NA NF

점수 결정

(R)
RG RT RO RD RA RF

<표 25>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코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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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4)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채점 결과 자료를 MFRM 분석한 결과 보고된 채점자

영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통해 채점

자들의 채점 수행을 분석하였다. 김성숙(2001)은 채점 결과인 점수는

채점자와 다른 국면(facet)과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인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MFRM 분석의 정보만으로는 채점자

가 어떠한 국면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

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MFRM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이 담긴 질적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

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점자 중재 과정에 관한 분석 모형을 제안한 후 실제적인 분석을 진행

하였다.

먼저 앞선 논의들에서는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 양상을 살펴보며 채점

결과에 영향을 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최은지(2013)은 5명의 한국어 교사

를 대상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채점자들의 채

점 수행을 살펴보았다. 각 한국어 교사는 일관성 있는 채점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세부 채점 기준에 의존한 형식적

인 채점 수행, 채점자 엄격성의 차이, 피드백 결여된 인상 중심 평가,

채점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채점자 내적 채점 기준의 흔들림이라는

다섯 가지의 원인을 보고하였다.

 위글(Weigle, 1999)은 MFRM과 사고구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채

점 편향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텍스트의 특징과 채점

기준을 연결하는 데 겪는 어려움, 채점 기준이 요구하는 텍스트의 특성

에 대한 판단 차이, 쓰기 과제에 따른 수사적 구조의 차이, 쓰기 과제가

요구하는 텍스트의 난도에 대한 채점자의 인식 차이, 쓰기 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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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도 차이가 채점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유진(2021)에 따르면, ‘채점 기준 해석 방식의 차이, 채점 기준 내

면화 여부, 채점 기준 간 개입, 채점 기준 외적 요소를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 인상에 따른 채점 방식, 채점 기준과 텍스트의 특징을 연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특정 평가 요소에 부여하는 가중치의 차이’ 등은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채점 편향의 특성과 원인을 탐색하기 위

해서는 양적 접근 방식과 질적 접근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이러한 정보

처리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채점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들은 모두 채점자가 채점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외부 채점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고한 것

이다.

위어(Weir, 2005:44-47)는 쓰기 평가에서의 타당화 체제를 제시하면

서 채점 타당도(scoring validity)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타일러

(Taylor, 2011:280)에 따르면 채점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채점 기준, 척도 점수, 채점 맥락, 채점 과정, 채점자 특성, 채점자

훈련 여부, 시험 후 조정 여부, 등급화 방식과 등급 부여 여부가 있다.

채점 타당도에 관한 논의를 채점자 중재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요인들

을 채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홍은실

외(2020)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은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서 판단의

증거로 작용하는데, 각 채점자들은 각기 다른 요인을 판단의 근거로 채

점하고 수험자의 점수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홍은실 외(2020)는 채점자

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험자 수준에 대한 전반적 인상’, ‘문

항의 형식과 내용’, ‘평가 준거’, ‘척도 점수와 기술문’, ‘채점 방식’으로

제시하였다40). 이후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수집하여 채점자들이 점수

부여 단계에서 주목하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근거들을 분석한 결과, 채

점자들이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점수를 매길 때 ‘문항의 내용 및 특성’,

40) 홍은실 외(2020)에서 제시한 채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평가 준거’와, ‘척
도 점수와 기술문’,과 ‘채점 방식’을 종합한 개념이 본 연구의 ‘채점 기준’ 요인에 해당하는 개념
과 그 의미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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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척도 점수’를 그 근거로 삼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채점자의 중재 과정은 어떠한 채점자 요인이 단

일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쓰기 문항 요인, 수험자 쓰기 답안

요인, 채점 기준 요인과 같은 다른 채점 요인들에 영향에 대한 반응이

채점 과정에서 특정 채점 수행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채점 수행이 채점

결과인 졈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MFRM을 통해서 채점자 영향으

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채점자 요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채점자 요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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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inacre(1989)와 McNamara(2000)의 논의를 바탕

으로 설정한 채점자 중재 과정 모형을 바탕으로, 다른 채점 요인이 채점

41)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 가운데에는 평가 문식성도 존재한다. 평가 문식성에는 채점 근거
판단의 정확성, 채점 기준의 적용과 해석 능력과 같은 하위 요소들이 포함되며, 채점 요인에 대
한 채점자의 반응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채점자 요인이다. 하지만 평가 문식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채점자들의 평가 문식성을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 문식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추후

채점자 요인
채점자

반응 양상

척도 점수

활용 양상

<채점자 배경요인>

성별

성격

교육 정도

교수 및 평가 경력

채점자 교육 경험

사용 언어
영향

⇒

수험자 쓰기 답안

수준에 대한

채점자 반응

영향

⇒

엄격성

일관성

후광성

무작위성

집중 경향성

편향적 채점
문항 유형 및

난이도에 대한

채점자 반응←

탐구

←

탐구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

인지 스타일

동기

집중력

채점 관련 스키마

평가 문식력41)

채점 기준별 해석

및 적용 방식

<표 26>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 요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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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점 수행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되는 채점 수행

양상을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여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채점자의

반응’, ‘채점 기준별 해석 및 적용 방식’,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

른 채점자의 반응’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틀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해당 양상에서의 채점자 요인을 분석해 보고

자 한다.

<표 26>의 채점자 요인 분석틀에 따라 실제적인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서, 본고의 분석 기술에 짜임새를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순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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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FRA를 통해 보고된 채점자 영향에 관한 정보를 바탕

으로 채점자의 인지 스타일(cognitive style)이라는 요인이 어떠한 영

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숙달도 수준에 따른 채점 양상이 어떠

한지, 그리고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의 해석 및 적용 양상을 먼저 살

펴보았으며,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해당 양상에 영향을 끼치

① MFRM 분석에서 보고된

채점자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ò

②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서의

채점자 반응 양상 확인

ò

③ 채점 수행 양상에 대한 해석

ò

④ 채점자 요인 분석

ò

⑤ 다른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자 요인의 영향 확인

<표 27>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의 기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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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채점자 요인을 분석하였다.

2. 채점자 요인에 따른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대한 언어적 보고가 담긴 10시간

45분(645분) 분량의 녹음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사하여 텍스트 자료로

형식화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표상

dificiency형식화에 관한 발화와 점수 결정에 관한 발화로 나누어 각 채

점 단위별로 분절하여 정리하고, 채점자의 프로토콜별로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기준으로 코딩 체계에 따라 코딩되었다. 이후 MFRM 분석 결과

와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채점자 영향의 원인이 된 채점 수행 양

상과 그에 대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Ⅴ장에서 채점자 배경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채점자 교육적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

(1) 채점 기준 의존적인 근거 적용 스타일로 인한 일관성 부족

R01 채점자는 C01과 C07 두 채점 기준 모두에 대하여 편향적 채점

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 19>). 전반적인 채점 경향이 관

대한 것으로 보고된 R01이지만 C01(t=-2.57)과 C07(t=-2.31) 두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채점 기준들보다 매우 엄격하게 채점한 것으

로 나타났다.

C01과 C07 채점 기준의 공통점은 채점 근거 수집 상황에서 근거를

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C01에서는 쓰기 문항에서 부여 받은 세

가지 과제를 각각 수행하였는지 계수하여 점수를 결정할 수 있고, C07

에서도 수험자 쓰기 답안에 나타난 적절하지 않은 어휘의 쓰임을 계수하

여 점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채점자 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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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스타일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채점 기준들에 대한 수험자 쓰기 답안

의 점수를 결정할 때와는 달리 R01은 C01과 C07의 채점 상황에서 일

관된 엄격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할 수 있었다.

C07은 어휘 사용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묻는 채점 기준으로, 위의 다른

채점자들이 보고한 언어 프로토콜과 같이 수험자의 어휘 사용에 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채점자 언어 프로

토콜 코드는 ED와 RD다. 그런데 R01(E06, C07)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코드는 EA와 RA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R01은 채점 기준에서 그럼에도 R01은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

험자 쓰기 답안에 적용하였으며, 한국어의 담화 사용역을 고려했을 때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어휘를 계수하여 감점을 하는 방

식으로 채점을 수행하였다. 이는 R01의 점수 결정 스타일이 텍스트 이

미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찾고 감점을 하는 채

점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채점자 인지 스타일 요인으로 인하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6, C07)

EA 2점 굴곡적이다. 침몰원가. 아니지.

RA 2점 아니다.

R02

(E06, C07)

ED 5점
그래도 어휘는 풍부한 느낌. 뭐 단련하다, 빛나다. 사소

하다 인격 형성 굴곡적이다 너그러워지다 이거는 솔직

히 그런 거 같아.

RD 5점 그래서 음. 으음. 이거는 5점을 주겠어.

R05

(E06, C07)

ED 3점
(상략) 나름대로 어휘들을 전자, 후자라든지. 영리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도. 굴곡적이다,

습관 양성, 이런 부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RD 3점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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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점 수행에서의 차이점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특정 채점 기준에의

편향적 채점으로 나타나며 일관성 없는 채점 수행을 하게 된 것이다.

C08, C09와 같이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묻는 채점 기준의 경우 다른

채점자들도 대부분 언어적인 오류를 계수하며 점수를 결정하였다. 따라

서 R01에게서만 다른 채점 양상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C07에

서는 채점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채점 근거를 제시하면서, 텍스트

이미지와는 별개의 엄격한 채점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편향적 채점이 발

견되었다.

다른 수험자 쓰기 답안들에 대한 R01의 언어 프로토콜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C07의 경우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 사용이 발견

되면 오류의 횟수에 따라 감점의 근거가 명확해지며, C01은 세 가지 과

제 수행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한 계수하여 감점의 근거로 삼

을 수가 있다. 그런데 채점 근거를 계수하여 감점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는 다른 채점 기준들에서는 R01은 관대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 오류를 계수할 수 없는 채점 기준에서는 수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2, C07)

RA 2점 아니요 적절하지 않아.

EA 2점
일생의 품질도 적절하지 않고. 또 몸의 빼지, 각

날도 이렇게 안 쓰지.

R01

(E08, C07)

RA 2점 적절하지는 않아.

EA 2점
향락적 또 그렇고 음... 맹목적 일하는 것과 관습

도.

R02

(E10, C07)

EA 2점 뇌라는 것도 보통 머리라고 하고 바쁘다 하고.

RA 2점 다 적절하게 사용하질 않았지. 아니다



- 125 -

험자의 쓰기 답안에서 추출한 판단의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한 텍스트 이

미지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그러한 채점 상황에서는 대체적

으로 관대한 점수를 부여했던 R01이 감점에 대한 계수가 가능한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채점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분석적 채점 기준

을 의지하여 텍스트 이미지와는 별개의 판단 근거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채점 기준 활용의 엄격성을 고려했을 때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채점 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동일한 채점 수행 상황에서의 다

른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그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9, C02)

RT

ET
4점

그렇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시

간 어떻게 형성하는지 습관을 들이는 과정도 말하

고.
R02

(E09, C02)

ET

RT
2점 관련 내용이 아니야 아니다.

R03

(E09, C02)
ET 2점

지금 주제와 관련되어서 좋은 습관 가장 힘든 이

유가 없으니까..

R04

(E09, C02)
ET 3점

주제관련 내용으로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논지에서 벗어났어요 사실

은.

R04

(E09, C02)

ET
3점

좋은 습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지금 첫 번째 줄

부터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제와 관련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

을 없고 좀 퍼져 있다

RT 3점 그래서 3점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R05

(E09, C02)

RT 2점
주제 관련 없는 내용이 중간에 너무 많이 나와 있

어요.

NT 2점
뭐라고 말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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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9-C02에 관한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해보면,

R01을 제외한 채점자들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채점 기준의 표현에

대하여 수험자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R01은 세 가지 물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의 여부만으로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R01이 주어진 채점 기준에 지

나치게 의존하여 판단 근거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C01과 C07에 관하여 나타난 위와 같은 채점 양상에 대한 채점자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R01(E09,C03)의 채점 수행에서 C03은 채점 근거를 계수하는 종류

의 채점 기준이 아니었음에도, C01과 연계하여 판단 근거를 계수하여

감점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보고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채점자

의 점수 결정 스타일에서 채점 근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채점자

의 엄격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원칙적인 오류에 대한 계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R01은

보다 과감하게 감점을 한다. 인지 스타일이라는 이러한 인지·심리적인

채점자 요인이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에서 점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

R06

(E09, C02)
ET 2점 관련된 내용 구성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죠.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9, C03)

RO 3 보통이다.

EO 3
왜냐하면 질문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에 대

한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

RO

EO
3

논리적인 것까지는 일단 보통이다. 명확! 내용이

있긴 있으니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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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험자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엄격성을 적용하는 인지 스타일로

인한 영향

MFRM 분석 결과, R02(E03, C01) 채점 상황에서 R02가 부여한

관찰 점수 5점은 모형의 예측보다 3.3점 더 관대하게 채점한 편향적 채

점으로 보고되었다. C01은 ‘과제 수행을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채점 기

준으로, 본 연구에서 구안한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수험자들에게 프롬프

트를 통해 제공한 세 가지 질문을 수험자가 쓰기 답안에 충실하게 포함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채점 기준이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

료를 살펴본 결과 R2(E03, C01)에 관한 다음과 같은 채점자 언어 프

로토콜이 보고되었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2

(E03, C01)

ET 5 일단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RT 5 5점.

R03

(E03, C01)

ET 2
이 사람 자체가 열심히 했겠지만 나는 글만 본다

면은 아..

RT 2 아니다 2점

R04

(E03, C01)

ET 4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이것에 맞춰서

쓰고는 싶어 하는데, 그 내용 구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ET 4 하려고 노력하였다

RT 4 여기서 저는 3점 내지는 4점... 4점 주겠습니다

R05

(E03, C01)

ET
RT 2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했으니까, 보통이

다. 라고 생각을 했고 .
ET
RT 2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다.

R06 EA 2 너무 문장 하나하나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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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는 5점을 부여한 근거를 ‘일단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

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일한 채점 상황에 대한 다른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살펴보면 R04는 ‘맞춰서 쓰고는 싶어 하는데, 그 내용 구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고하거나 R05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은 했는데, 관

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감점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R02가 C01에 대하여 5점이라는 최고점을 부여한 것은 E03이 처음이

아니며, E01과 E02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5점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E01과 E02의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이 편향적 채점으

로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E01과 E02가 다른 채점자들에게서도 해당

채점 기준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03의 경우에

는 다른 채점자들이 모두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과제가 구성되

어 있다’는 이유로 감점을 하게 되면서, R02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했다.’라는 근거로 5점을 부여한 것이 부각되며 편향적 채점으로 보

고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R02의 이러한 채점 기준의 해석 및 적용 방식이 채점 수행 도

중 바뀌었다는 점이다.

(E03, C01) RT 2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

을 것 같고요.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2

(E04, C01)

이 학생 앞에서는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

데 보면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는 내용도 사실 너무 짧고. 인생의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이유. 이것도 너무 그냥 짧아. 한 단락

씩 해서 하면 좋은데. 좋은 습관을 드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도 보면은 이 학생은 좋은 습관을

예 예로 뭐 시간을 관리하는 것. 뭐 그리고 뭐 밤

을 세우지 않고 일찍 자는 것. 그니까 좀 달라.

ET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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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E04, C01)부터는 다른 채점자들과 같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적확성까지 고려하여 채점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E03-C01

에 대한 채점 수행이 더욱 부각되어 유의확률 99% 수준의 편향적 채점

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02가 어떠한 채점자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E04에서 C01

채점 수행에 엄격한 채점을 수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화적인 탐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R02는 E04 이후로는 더 높은 수준의 수

험자 쓰기 답안에 해당할 경우에도 5점이 아닌 모두 2~4점의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하였다. 채점 수행 도중에 척도 점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

면 쓰기 답안에서 동일한 근거를 두고도 그에 대한 채점자의 측정치가

달라지므로, 쓰기 평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E04의 쓰기 답안의 전반적인 쓰기 능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R02가 점수를 주기 위해 채점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이다. E04는 언어 사용 범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과제 수행에

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고득점을 하지

너무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야.

R01

(E04, C01)

ET 2점
여기는 설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녹여서 쓴 건가

명확하게 나와 안 나와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시간

관리가 필요해 두고 좋은 하루 시간이 관리하는 거.

ND 2점 왜 어려운 글은 잘 썼는데...

RT 2점 아니다.

R03

(E04, C02)

ND 4점 그렇다 어 너무 잘 적었어 글 자체는.

ET 4점 근데 지금 좀 내용이 살짝 어긋나 있으니까 4점

R04

(E04, C01)

ET 4점

두 번째 문단은 사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왜

어렵습니까’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RT 4점 1점이 여기에서 감점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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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수험자이다. 다시 말하면, 수험자 쓰기 답안에 나타난 쓰기 능력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꼈을 때, R02는 실제 고득점에 대한 자격이 있는

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채점 기준에 대한 내

적 기준을 변화시켜 채점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01부터

E03까지의 수험자 쓰기 답안은 전반적인 쓰기 능력에서 다른 평가 범

주에서도 고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C01에 대하여 고득점을 주고도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E04부터는 다른 영역에서 고득점을 하는

평가 범주가 생기면서 C01의 고득점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채점 기준에 엄격성을 달리 적용하는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에 대하여 쉐이퍼(Schaefer, 2008) 또한 채점자들이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자신의 생각보다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이 높은 경우 엄격한

채점을 실시하고, 반면에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은 경

우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2. 집중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

(1) 중앙값을 피하려는 점수 결정 스타일로 인한 불균형한 척도 점

수의 활용

R01 채점자는 3점 척도 점수에서의 과적합한 활용(.7)이 보고되어,

집중 경향성의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R01의 척도 점수별 빈도를

확인해 보면 2점(31%)과 4점(40%)의 활용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01의 두 척도 점수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면 2점(1.5)에

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적합한 척도 점수 활용의 경향이 보고된 바 있

다. 3점 척도 점수의 빈도가 낮음에도(17%) 라쉬 측정값의 조정 점수

를 고려한 결과 집중 경향성이 보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2점, 3점, 4

점 척도 점수의 활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한다.

부적합한 척도 점수의 활용은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채점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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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적합한 척도 점수의 활용은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피해 중간

점수로 과도하게 몰아주는 채점을 의미한다(이영식, 2014). 본 연구의

R01의 척도 점수 활용은 2점(31%)에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4점

(40%)의 집중 경향성은 적합한 척도 활용이 보고되었고, 3점(19%)은

과적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3점을 부여했어야 하는 채점 상황에

서 2점이 활용되어 불균형한 척도 점수의 활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

고 이것이 채점 신뢰도의 저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3점이

나타나지 않고 2점과 4점만 나타난 R01의 채점 수행에 대한 점수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수열을 확인한 결과, R01은 E05, E07, E08에 대한 채점 수행에서

중앙값인 3점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4점의 활용에 특히 집중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R01의 채점자 언어 프로

토콜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의 채점 수행이 보고되었다.

채점자 수험자 점수열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합계

R01

E05 4 4 4 4 4 4 4 4 2 4 38

E07 2 4 4 1 4 4 5 5 5 5 39

E08 5 4 4 5 5 5 2 4 4 2 40

E10 2 4 2 2 3 2 2 2 2 3 24

<표 28> R01의 집중 경향성과 관련된 점수열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10, C09)
EA 3점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자신도 꼭 필요하다’, 이

런 식으로 약간은 잘못 쓰는 모습이 보이고, ‘습관

들이다’가 사실은 가장 크죠. 계속 틀리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담화 표지로 사용이 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고 있다는 게 감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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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R01이 중앙값인 3점을 부여하는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이다. 일반적인 채점자들은 특징이 없거나, 수험자의 평균

적인 수행에 대하여 ‘보통이다’라는 표현을 적용하며 중앙값을 부여한다.

하지만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R01은 중앙값을 부여하는

순간에도 대부분의 프로토콜에서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징에 따라 중앙

값으로부터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분류하려는 보고가 확인되었다.

R01(E10, C09)에서는 ‘약간은 잘못 쓰이고 있다’, ‘계속 틀리고 있다

는 게 감점 요소’라고 표현하면서 3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R01(E09,

C03)에서는 ‘답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보고하면서 3점을 부여하였다.

R01(E01, C06)에서도 ‘어휘가 약하다’, ‘비문이 많다’고 표현하면서도

3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어떠한 채점 상황에서도 수험자 수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채점자 인지·심리학적 요인이 R01이 중앙값

을 피하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중앙값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채점 수행에 반영되어 3점의 출현이 의도적으로 줄어들었으며,

MFRM의 측정값 상으로는 3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때에도 2점을

활용함으로서 2점 척도 점수의 부적합한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소가 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RA 3점 3점으로 하겠습니다.

R01

(E09, C03)

ET 3점

보통이다 왜냐면 질문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

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 논리적인 것까지

는 일단 보통이다.

RT 3점 명확! 내용이 있긴 있으니까 보통이다

R01

(E01, C06)

RD 3점 적절한 것 까지는 그냥 보통이다.

ED 3점 이 친구는 어휘가 약한거 같아.

ED 3점 그리고 물론 문법. 네 비문들이 많아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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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험자 감정을 고려하는 점수 결정 스타일로 인한 불균형한 척

도 점수의 활용

R04는 MFRM 분석 결과 전반적인 채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과적

합한 채점 척도 활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Infit ZStd:-2.3). MFRA

를 통해 얻은 다른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면, 채점자 간 신뢰도에서 관

찰 점수 상의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크게 보고된 반면(.71)에 조정

점수 상의 채점자 간 신뢰도는 크게 떨어져(.53) 잔차(.18)가 가장 큰

채점자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점수 활용에서 채점자 영향이 나타났다는

의미인데, 관찰 점수 상으로 다른 채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척도

점수를 활용했지만 R04의 과적합한 채점 수행으로 인하여 조정 점수

상으로는 척도 점수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게 보고되었다는 뜻이다. R04

는 110회의 점수 결정 가운데 한 차례도 최저 점수인 1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균형한 척도 점수의 활용은 R04가 활용한 나머지

모든 척도 점수에서 과적합 양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표

12 참조>).

R04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수험자 감정을 고려하는

의사 결정 스타일이 위와 같은 1점의 미사용과 함께 2점(.6)과 4점(.7)

에서의 집중 경향성을 유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R04-E10의 채점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R04의 E10에 관한 점수열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R04의 2점의

활용에서의 적합도는 .6으로 과적합한 척도 점수의 활용이 보고된 바

채점자 점수열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합계

R04 2 2 2 2 2 3 4 2 3 4 26

<표 29> R04-E10의 점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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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R04-E10의 채점 수행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R04의 수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2점의 활용에 있어서 혼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R04는 ‘글의 단락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도 2점

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R04는 ‘수험자가 노력하여 분량을 맞춘

경우 1점을 주기가 미안하다’고 보고하며 수험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채

점 스타일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채점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R04(E10, C04)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마지막 수

험자 쓰기 답안을 채점하면서, 척도 점수의 활용에 대한 총평이 보고되

었다. 언어 프로토콜 상으로 EO-RO의 채점 수행에 이어서 RG-RO 채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4

(E10, C04)

EO 2점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구분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RO 2잠 그래서 여기도 2점이고요.

RG -

사실 글의 전개 구조에서 2점을 준 것들은 모두 1점과

2점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2점을 주었어요. 분량을

전혀 맞추지 않은 경우에는 1점을 주거나 2점을 주기가

용이한데 이런 식으로 분량을 맞춰서 무언가를 쓴

학생들에게 1점을 주기가 굉장히 미안한 측면도 있고.

그런 걸로 컴플레인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는

해서.

RO -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고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를 썼다는 점에서 2점을 주는데, 이것이 공정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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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행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척도 점수의 활용에 대하여 보고한 후 스

스로 ‘공정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험자의 감정

을 고려한 1점의 미사용으로 인한 불균형한 척도 점수의 활용을 R04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수험자에 대하여 R04가 2점을 부여한 다른 채점 기준의 채점 수

행에 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C04과는 다른 이유로 2점

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채점 기준의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2점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

만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경우에도 2점을 부여

하고 있어서 2점 활용에서의 과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2) 주소(coordinates)는 프로토콜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좌표이다. 좌표는 사전적으로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의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한 지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채점자의 언어 프로토
콜을 전사하면서, 각 채점자의 보고 내용을 분절하여 채점자 인지 단계에 따라 1단게인 텍스트
이미지 구축 및 표상 형식화 단계에서는 수험자 발화별로, 2단계인 점수 결정 단계에서는 채점
기준별로 각각 분할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분할 및 분절한 전사 자료를 동일한 채점
상황에 대하여 채점자끼리 묶어 언어 프로토콜 분석에 용이하도록 활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는 채점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채점자(수험자, 문장
번호)로, 2단계에서는 채점자(수험자, 채점 기준)으로 그 위치를 지정하여 살펴볼 수 있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주소42)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4

(E10, C01)

ET 2점
(상략 :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적 논평) 관련된 내용으

로 구성했지만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RT 2점 이것도 2점을 주도록 하겠고요.

R04

(E10, C03

EO 2점 명확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RO 2점 2점 주겠습니다

R04

(E10, C08)

EA 2점
문법에서는 전혀 정확하지 않아요. (중략. 수험자 문법

에 대한 평가적 논평)

RA 2점 저는 2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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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E10, C04)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이러한 채점 수

행에 대한 자각이 나타난 바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과적합성에 대한 자

각만으로는 채점자 스스로의 채점 수행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와 같이 점수 결정 과정에서 수험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경우에 채점자

인지 스타일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과적합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무작위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

(1) 보상적 채점에 대한 집념으로 위한 무작위적 채점 수행

MFRM 분석 결과, R01(E08, C10)의 채점 상황에서 채점자는 채점

기준, 수험자 쓰기 답안 모두에 대한 편향적 채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표<>참조). 이는 편향적 채점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2개의 결과

중 하나이다. 먼저 동일한 채점 상황에서 다른 채점자들이 산출한 채점

자 언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8, C10)

EA 2점 이거는 좀 '내'를 썼으니까

EF 2점 아니다로 하고.

R02

(E08, C10)
RF 5점 5점.

R03

(E08, C10)
RF 3점 3점

R04

(E08, C10)

EF 4점
일단 사회언어학적 기능부터 할게요. 여기는

-습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RF 4점 저는 4점 일단 주고 시작하고요

R05

(E08, C10)
EF 4점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R06 NF 3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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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국어 교사 채점자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R01(E08, C10)의 채점 상황에서의 엄격성에 관한 보고가 특징적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어 교사 가운데 4번째로, logit값 상으로도 0보다 아래

에 있어 관대한 편이다. 그럼에도 다른 한국어 교사들이 “‘-습니다’가 들

어가 있으니 일단 4점을 주고 시작하겠다(R04).”, “목적과 기능이 격식

에 따라 맞게 써진 것으로 보인다.(R05).” “‘나는’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감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R06).”와 같이 채점한 것에 비해서 “‘내’

를 썼으니까 ‘아니다’로 한다(R01).”라고 보고하면서 자신이 찾은 채점

증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

R01(E08, C10)에서의 “‘내’를 썼으니까”라는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보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01의 E08에 대한 채점 수행의 맥락을 살

펴보아야 한다. 그 결과 ‘내’라는 증거를 C09(어휘 정확)에서 활용하려

고 하였으나, E08이 다른 어휘와 맞춤법을 다 맞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나면서 해당 채점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발견한 채

점 근거인 ‘내’를 채점에 적용하기 위해 다른 C08(어휘 적절)로 돌아가

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채점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언어

프로토콜을 보고한 후, 마지막 C10의 판정에서 ‘아니다’로 지나치게 엄

격한 판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채점 기준에서 점수를 부여한 이후에 이미 표상한 수험자 쓰

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와의 괴리로 인하여 발견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서의 감점 사안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채점 근거와는 전혀 다른 채점

기준인 C10에서 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엄격성이 투영되어 2점을 부

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MFRM 분석의 예상 결과보다 표준화

(E08, C10)

문제에서 객관적인 글쓰기를 요구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EF 3점
‘나는’을 사용 했다는 걸 가지고 감점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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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기준으로 -3.0이 낮은 엄격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논의(Schaefer,2008; Eckes,2012)에서도 보

고된 바 있다. 채점자가 표상한 텍스트 이미지에 비해서 특정 채점 기준

에서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을 했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채점 기준에서

이와 반대로 채점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MFRM 분석에서 편향적 채점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채점자

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C10 채점 기준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한 채점 수행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E06에 대하여 유일하

게 5점을 부여한 R02(E06, C08)에서도 유사한 채점자의 보고가 나타

난 바 있다.

(2) 채점 근거 부재의 인상 중심의 채점으로 인한 무작위성

본 연구에서 채점자들에게 제시한 채점 기준인 C10은 쓰기 평가 범주

가운데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채점 기준이다. MFRM

분석 결과, C10에 관련된 채점자 영향은 모두 두 차례 발생하였다.

R02는 C10에 관하여 t값 기준 2.57만큼 MFRM의 예상 결과에 비해

높게 채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 R02는 C10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명확한 판단 근

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인상 평가만 두 차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R01(E08, C10)에 대한 채점에서는 MFRM의 예상 결

과에 비해 유의확률 99% 수준(t값=-3.0)으로 엄격한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일한 채점 상황에서 R02는 t값 기준 2.57만큼 관대한 채점을 했으

나 R01는 반대로 t값 기준 3.0만큼 엄격하게 채점했다는 것은, 두 채

점자의 채점 기준의 해석 차이가 매우 크게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

회언어학적 기능과 격식을 묻는 평가 범주에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보고한 바 있는데(이인혜, 2012;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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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등), 해당 채점 기준의 영향으로 채점 근거가 부재한 인상 중심의

채점이라는 채점자 의사 결정 스타일 요인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MFRM 결과를 토대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R02는

C10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은 채로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R02가 전체 수험자 쓰기 답안을 채점하며 보고한 C10에 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확인한 결과 R02는 C10에 관한 열 명

의 수험자에 대한 채점 수행에서 한 번도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보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01과 E03의 채점자 언어 프로

토콜 자료에서는 채점 근거가 없는 단순한 인상 중심의 평가가 보고되었

다.

채점자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다른 채점자들과의 상호 비교를 위하여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2

(E01, C10)
RF 5점 음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5점 주고.

R02

(E02, C10)
RF 5점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이건 5점.

R02

(E03, C10)
RF 4점 어, 이것도 그냥 그렇다. 4점.

R02

(E04, C10)
RF 3점

목적과 기능 이것도 3점 줘야 될 것 같은데. 응.

아유 안타깝네.

R02

(E05, C10)
RF 5점 이거는 5점.

R02

(E06, C10)
RF 4점 이것도 4점을 주겠어.

R02

(E07, C10)
RF 5점 글의 목적과 기능. 이건 5점.

R02

(E08, C10)
RF 5점 5점.

R02

(E09, C10)
RF 4점 음… 4점.

R02

(E10, C10)
RF 4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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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E03, C10)과 동일한 채점 상황에 대한 모든 채점자들의 채점 수

행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해당 상황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이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3, C10)

RF 2점 격식에 맞게? 아니요.

EF 2점 ‘드릴 거예요’. 구어체죠. 띠- 끝.

R02

(E03, C10)
RF 4점 어, 이것도 그냥 그렇다. 4점.

R03

(E03, C10)

NF 1점
약간 글로 쓰긴 했는데 문어체지만 굉장히 너무

편안한 말하기를 많이 써서.

EA 1점 문법도 틀렸고

EF 1점

‘-있으니까’ 같은 경우는 글 쓸 때 격식에 맞게 잘

쓰지 않으니까. 지금 곳곳에 보면은 구어적인 문

법들도 있고.

ED

EA
1점

심지어 그 문법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진 않았고 정

확하게 사용되지도 않았고.

EF 1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아... 좋은 점수를 줄 수

가 없을 거 같아 1점.

R04

(E03, C10)

RF 3점 사회 언어학적 기능은 3점 주겠습니다.

EF 3점
‘-을 거예요’ 사용하는 이것은, 그 사용이 문어체

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EF 3점

뭐 소파에 ‘드러눕고’, ‘이거는’, ‘사람의 타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면에 있어서 좀 치명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RF 3점 저는 여기서 3점을 주겠습니다

R05

(E03, C10)

EF 2점

마지막 문장이 계속 사람을 좋은 습관이 드릴 거

예요. 하고 ‘-ㄴ다’로 쓰다가 네 갑자기 구어체로

말하고 있어서

RF 2점 네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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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을 부여한 R02를 제외한 모든 채점자들은 해당 상황에서 1~3점에

해당하는 관찰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른 채점자들과의 채점 수행을 비교

해보면 R02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는 채점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R04는 ‘-을 거예요’, ‘이거를’, ‘드러눕다’와

같은 표현이 문어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R05도 ‘-ㄴ다’

에서 갑자기 구어체를 쓰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R06도 종결 어미의

구어체를 지적하고 있다. R01도 구어체의 예시를 채점 근거로 들고 있

고, R03도 ‘ -있으니까’가 격식체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ED와 EA의

프로토콜 코드에 해당하는 보고까지 활용해서 채점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02가 C10에 관하여 인상 중심의 채점을 진행하며 무

작위적인 척도 점수 활용의 영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후광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

(1) 언어적 오류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한 후광 효과43)

43) 한편으로는, 신동일·장소영(2002)는 채점 오류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후광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살·다우니·라헤이(Saal·Downey·Lahey,1980)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채점자가
주어진 채점 기준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수험자들의 자료를 여러 영역에서 채점하게 되지만
채점 종료 후에 평가 범주별로 점수를 살펴보니 편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현상을 채점자의
‘후광 효과(halo effect)’라고 지칭하였다.
이를 채점자의 채점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후광 효과(halo effect)는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견해가 해당 수험자의 세부적인 쓰기 능력이나 특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몇 쪽)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신동일·장소영
(2002)이 인용한 길포드(Guilford,1959:146)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후광효
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두고 “특정한 채점자는 특정한 수험자 쓰기 답안의 모든
특성에 대하여 유사하게 채점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R06

(E03, C10)

EF 2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

가. 그랬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종결어

미 사용에서 눈에 띄는 실수가 있었죠. ‘드릴 거예

요’ 이런 거는 그래서 감점의 요소가 되는 것 같

고. 그래서 지금, 아니다.

EF 2점 하지만 많지는 않기 때문에

RF 2점 2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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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은 본 연구에서 R03, R06 두 채점자 모두에게서 편향적인 채점

이 보고된 바 있다. R06(t값=-2.99)과 R03(t값=-2.51) 두 채점자

모두 동일하게 E06에게 MFRM의 예상보다 엄격한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하여 E06에 대한 채점자들의 점수열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의 채점자들은 모두 MFRM 분석 결과 logit값 기준으로 -1부

터 1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점자 중 가장 엄격한 R06은 t값 기준으로 -2.99

만큼 엄격하게 채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R03은 logit값이 가장 0에 가

까워 엄격성에서 특징이 없는 채점자임에도 불구하고, E06에 대한 점수

열의 합계(17점)를 살펴보면 가장 엄격한 채점자인 R06(19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어떠한 요인이 R03에게 있어서 E06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E06에 대한 최하점(1점)가

R03과 R06에서만 나타났으므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E06에 대한

최하점 부여 상황을 중심으로 채점 과정 보고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먼저 R03과 R06이 E06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텍스트 이미지에 대

한 표상을 형식화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채점자 점수열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합계

R01 2 3 2 3 4 4 2 4 3 2 29
R02 3 2 3 3 3 3 5 4 4 4 34
R03 3 2 1 3 1 2 1 2 1 1 17
R04 3 3 2 2 3 4 3 3 3 4 30
R05 3 2 2 2 4 3 3 2 2 2 25
R06 2 2 1 1 2 2 2 2 3 2 19

<표 30> E06에 대한 채점자들의 점수열 비교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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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에 대한 총평에서 R06은 E06의 답안이 ‘다른 답안들과 다르게 철

학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보고하였고, R03은 ‘내용은 괜찮은데, 일단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고하였다. E06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표현을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험자 쓰기 답안인

데, 채점자들의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해 보면 이 경우 채점자들은 텍스

트 이미지 형성 단계에서 텍스트의 내용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난

관(impasse)44)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험자 쓰기 답

안의 특성은 텍스트 이미지의 형성 및 표상화 단계와 물론 점수 부여 단

44) 반렌(VanLehn et al., 2003; 신유진, 2019 재인용)은 ‘난관(impasse)’의 개념을 교육적
관점에서 적용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그 자체를 지칭하는 용
어로 활용하였다. 반렌의 ‘난관 기반 학습’에서는 난관을 ‘다음에 실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지는 단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자들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오
류를 인지하거나, 올바른 수행을 하고도 그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할 때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을 채점자 교육 및 훈련에 적용하여 쓰기 채점 과정에서의 난관(impasse)
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채점자가 쓰기 채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점자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행 오류(miscue)를 보이는 것, 점수 상
으로 적절한 채점 수행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채점 근거가 부족하거나 수험자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호한 채점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채점자
가 채점의 수행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 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R06

E06,총평
NG -

다른 답안들하고 조금 다르게. 정서적인 접근을 하

려고 하는 글인 거 같아요.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R03

(E06, C02)

NA 2
내용이 사실 좀 이상해. 뭔가 지금 실리콘을 쌓지

않고는 천리를 갈 수 없다니.

NA 2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 매달리는 습관이 오늘 사람

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형성한다,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좀 말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겠지만 너무 이상

하니깐.

NA 2
또 뒤에 침몰 원가 이런 부분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겠니 이

런 부분도 조금 이상하니까.

NG 2 내용은 괜찮은데.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R03

(E06, 총평)
RG - 인상 평가를 본다면 2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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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모두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 R03과 R06의 경우 다른 채

점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성이 ‘언어 사용’ 평가 범

주 외에도 ‘글의 전개 구조’ 평가 범주까지도 확장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

음이 아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서 확인된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3

(E06, C07)
ED 1점

지금 어휘가 지금 많이 잘못 쓴 게 너무. 실리

콘 침몰원가 이런 말. 습관 양성이란 말도 거

의 말을. 특히 침몰 원가 이 말은. 실리콘은 너

무 이해가 안 돼서.

R05

(E06, C07)

ED 3점

뭐 습관이 형성 습관이 양성 근데 습관 양성

이란 말도 조금 어색하고 굴곡적이다. 라는 말

도 그렇고 침몰 원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실리콘을 쌓지 않고는 천리에 달할

수 없다는 말도 뭔지 모르겠고.

ED 3점
나름대로 어휘들을 전자후자 라든지 이런 말

도. 영리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

ED 3점
적절하지 않은 것도. 굴곡적이다. 습관 양성

이런 부분들 적절하지 않은 거 있으니까

RD 3점 보통이다.

R06

(E06, C07)

ED 2점
지금 제가 의문인 것이, 실리콘을 쌓지 않고는

천리에 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ED 2점
어휘 때문에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어휘 때

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RD 2점
대부분의 경우 적절하게 사용했지만 이런 오류

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2점으로 됐고요

R06

(E06, C04)
EO 1점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죠. 주

장은 있으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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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점자들은 공통적으로 E06의 텍스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수험자 쓰기 답안의 이해에서 난관이 발생할

때 채점 수행에 끼치는 영향이 채점자의 요인으로 인하여 채점자마다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06은 채점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 부분

에서 지적이 된 수험자인데, R03과 R06은 E06에 대한 채점 수행에서

‘글의 전개 구조’ 평가 범주에서도 최하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언어적인 오류가 채점자로 하여금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종합

적인 이해도를 떨어뜨리면서, 글의 전개 구조에 있어서도 엄격한 채점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장은 있으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최하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R06은 E06의 채점 수행

에서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들을 하나도 글의 전체적인 주장

에 대한 근거로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R03(E06, C08)에서는 C08이 어휘의 정확성에 관한 채점 기준임에

도 ‘실리콘’이나 ‘침몰 원가’와 같은 어휘의 적절성에 관한 채점 근거를

들면서, ED 프로토콜 코드를 바탕으로 RA 프로토콜 코드의 결론에 이

르는 채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어떠한 특징과

관련된 채점 기준 외 다른 채점 기준에도 채점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분석적 채점 방식임에도 특정 수험자 쓰기 답안의 이러한 판단

근거가 채점 방식을 넘나들며 활용되며 후광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R03

(E06, C08)

ED 1점
근데 특히 이번은 나는 지금 실리콘 뭐 침몰원

가가

RA 1점 너무 충격적이어서 1점

R03

(E06, C04)

EO 3점 (단락 구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RO 3점
사실 이것도 뭐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운 거

같아.

NG 3점
인상 자체에서부터 지금 너무 나한테 당황스러

운 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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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R03(E06, C04)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C04가 단

락 구분에 관한 채점 기준임에도 ‘단락 구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보고하면서 3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R03의 판단 근거는 NG 프로토콜 코드라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앞서 ‘어휘 다양성과 적절성’에 해당하는 E06의 언어적 오류에 관한 특

징이 E06에 대한 총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인상 자체에서부터 지

금 나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글’이기 때문에 C04에 3점을 부여한다며

RO 프로토콜 코드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 또한 수험자의 언

어적 오류에 대한 R03의 민감성이라는 채점자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언어적 오류가 분석적 채점 기준 전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후광 효

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E06의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활

용하며 언어적 오류를 보이고 있음에도, R03, R06와는 달리 언어적 오

류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채점자 요인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도 보고되

었다. 즉 수험자의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채점자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E06의 언어적 표현에

관하여 도리어 긍정적으로 평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사례이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2

(E08, C07)

ED 5점

그래도 어휘는 풍부한 느낌. 뭐 단련하다, 빛

나다. 사소하다 인격 형성 굴곡적이다 너그러

워지다. 이거는 솔직히 그런 거 같아

RD 5점 그래서 음. 으음. 이거는 5점을 주겠어.

R04

(E08, C07)

ED 3점

어휘 풍부하게 많이 사용했어요. ‘굴곡적이다’라

든지. ‘후자로 선택한다’라든지. ‘실리콘 쌓지

않고는 천리에 달할 수 없다’ 이런 거라든지.

ED 3점 하지만 문법적으로 정말 전혀 맞지 않죠.



- 147 -

R04는 ‘굴곡적이다’, ‘후자로 선택 한다’, ‘실리콘을 쌓지 않고는 천리에

달할 수 없다’와 같은 수험자의 표현을 보며 ‘어휘가 풍부하다’라고 보고

하였다. R04가 가장 관대한 채점자이기 때문에 3점이 높은 점수는 아

니나 R03이나 R06이 최하점을 부여한 것에 비교하면 동일한 수험자

쓰기 답안 요인이 채점 수행에 끼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R02

도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들이 나타났음에도 다른 어휘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R02와 R04은 다른 채점

기준에 대한 점수 산출의 과정에서 E06의 언어적 오류가 후광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동일한 수험자 쓰기 답안을 채점하더라도 언

어적 민감성이라는 채점자 요인에 따라 채점 수행이 위와 같이 달라지고

점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채점 기준의 임의적 해석 및 적용에 따른 후광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언어학적 기능과 글의 격식에 관한 채점 기준

인 C10의 해석과 적용 양상은 여러 채점자들에게서 달리 나타난 바 있

다. 동일한 채점 상황에서의 모든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분석하기 위

하여 E07의 C10의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분석하였

다. 이에 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7, C10)
RF 5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격식체. 격식에 맞춰 글을 썼죠. 그

랬어요.

R02

(E07, C10)
RF 5점 글의 목적과 기능. 이건 5점.

R03

(E07, C10)
RF 5점 격식에 맞춰서 글 잘 썼고

RD 3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3점을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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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의 C10에 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어

교사 중에서도 E07의 ‘-합니다’체가 점수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R01, R02, R03, R06)가 있는가 하면, ‘-합니다’체는 한국어 쓰

기 평가에서의 격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점을 수행한 경우(R04,

R05)도 있어 의견이 갈렸다.

또한 C10의 채점 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글의 목적과 기능’을 ‘평가를

받기 위한 쓰기 답안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으로 생각하여 글의 단락 구

R04

(E07, C10)

EF 3점 ‘습니다’체죠. 기본적으로

EF 3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격식에 맞게 글을 쓰지 않았다

고 봅니다.

ET 3점
기능에 따라서 조금 목적과 기능 과제를 충실히 수행

했는가 와도 연관이 있는데.

EO 3점

그런 문단 나누기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에서도 별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썼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RF 3점 전 여기에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R05

(E07, C10)
EF 3점

‘-ㅂ니다’, ‘습니다’체로 썼는데. 이런 좀 자기 생각을 주

장하는 글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R06

(E07, C10)

EO 2점
격식에 맞게는 단락의 구성에서 문제가 되겠죠. 목적과

기능 맞게 격식에 맞게 .

EA 2점 문장의 형식 구조 아니면

ED
어휘의 사용 이런 점이 있어서 크게 눈에 띄는 부족함

은 없지만

RG 2점

어쨌든 구성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 바로 충분히 충족하

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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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채점을 수행하는 경우

(R04, R06)도 보고가 되었다. 이 경우 R04의 채점 수행에 나타난 프

로토콜 코드는 EF-ET-EO-RF로 ‘글의 격식’에 관한 채점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로 ‘과제 수행’과 ‘글의 조직’에 관한 평가적 논평 또한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06의 채점 수행에 나타난 프로토콜 코

드는 EO-EA-ED-RG로 ‘글의 조직’과 ‘언어 정확성’과 ‘언어 다양성’에

관한 판단 근거들을 바탕으로 글의 전반적인 관한 점수 결정이 C10에

대한 점수 부여를 갈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이라는 채

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평가 범주에서 이미 채점이 완

료된 것을 다시금 중복하여 채점을 하게 되므로, 분석적 채점 방식의 채

점 결과에 오류가 반영된다. 위와 같은 채점 기준의 중복 사용 수험자

쓰기 답안의 어떠한 특성이 여러 채점 기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후광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5. 편향적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

MFRM 분석 결과,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은

R03(3회), R06(2회) 두 명의 채점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러한 반복적인 편향적 채점의 경우,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살펴보며

편향적 채점을 일으킨 공통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1) 채점자 집중력 요인으로 인한 채점 실수

R06은 가장 엄격한 채점자이지만 그 엄격성의 범위는 정상적이고, 채

점자 내적합도(1.12)도 양호하고, 채점자 간 신뢰도(.51) 또한 양호하

다. 그럼에도 R06의 관찰 점수와 MFRM이 부여한 조정 점수의 잔차

가 채점자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1) 잔차는 채점에서 채점자

영향이 나타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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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의 채점과는 별개로 R06의 채점 수행 중에 부분적으로 큰 편향적

채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확률 99% 수준의 편향적 채점

을 수행한 R06-E08에 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앞서

Ⅲ장에서 급내 상관 계수의 분석을 위하여 샤피로 윌크(Shapiro Wilk)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R06-E08 하나의 사례로 인하여 R06의 채점이

수치상으로 정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E08에 대한 채

점은 강한 영향력을 끼친 바 있다. 먼저 E08에 관한 채점자들의 점수열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R06은 E08에 대한 채점 수행에서 관찰 점수 상으로 가장 관대한 채

점자인 R04보다도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06이 전체

채점 결과 중에서 최고점인 5점을 부여한 것은 5회에 불과한데, 그중에

서 4회가 E08의 채점 수행에서 나타났으며, 그것도 앞선 네 개의 채점

기준에서 연달아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R06의 5점 척

도 점수의 활용에서 약간의 과적합(.9) 양상이 보고된 바 있다.

E08은 수험자 쓰기 답안 가운데 관찰 점수 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자이다. 그런데 위의 채점 결과를 참조하면 E08가 전체 수

험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석차에 해당하는 수험자 쓰기 답안으로 평가된

것은, 가장 엄격한 채점자인 R06이 기존의 자신의 척도 점수 활용보다

채점자 점수열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합계

R01 5 4 4 5 5 5 2 4 4 2 40

R02 3 3 3 4 4 3 5 4 4 5 38

R03 4 3 3 4 2 3 2 3 3 3 30

R04 4 5 3 4 3 4 5 3 5 4 40

R05 4 2 2 4 4 3 4 4 4 4 35

R06 5 5 5 5 4 3 4 4 4 3 42

<표 31> E8에 대한 채점자 점수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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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의확률로 높은 점수를 E08에게 부여한 영향이 없다고 보기 힘

들다. 이러한 채점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E08

에 관한 채점자들의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채점자들의 언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E08의 문제점이 보고되

고 있다. R03은 ‘E07보다 문장 간의 연결이 덜하다’고 다른 수험자 쓰

기 답안과의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R05도 ‘주제에서 벗어

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45) 주소에서의 S13은 E08의 열세 번째 문장(sentence)이라는 의미이다. 채점자 인지 과정 모형
상으로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 구축 및 표상 형식화 단계(1단계)에서의 채
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분할 및 분절 작업은, 수험자 쓰기 답안을 모두 문장별로 나누어서
채점자별 언어 프로토콜을 기술하였다. 이는 동일 채점 상황에서의 채점자별을 한 눈에 보기 쉽
게 묶어 두어 채점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3

(E08, 총평)
NG -

E07 읽다가 E08을 읽으니, 문장과 문장 사이가 연

결이 잘 된다고 느낌이 좀 덜하고.

R04

(E08, S1345))

NA - 생활습관에는 길러야 한다. 호응 맞지 않죠.

EA - 그래서 여기도 정확성에서 좀 감점 있을 거고.

R05

(E08, C02)

ET 2점 사실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EO 2점 단락 구성은 잘했는데,

ET 2점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물어본 건데. 좋은 습관은 첫째 이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둘째 이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R06

(E08, C01)
ET 5점

이것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

을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그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은 충실히 다 충족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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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6이 5점을 부여했던 C02에 2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R06은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 충족 시켰다’고 보고한 후 처음으로 5점을

연속으로 부여하는 채점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친 채점자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R06의 E08에 대

한 언어 프로토콜을 탐구하였다.

위의 채점 양상에 대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확인한 결과, R06

은 E08에 대한 채점 수행 도중에 채점자들에게 제공된 언어 프로토콜

보고의 가이드 라인에는 없는 주관적인 채점자 사고 구술을 보고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언어 프로토콜에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보고로,

채점 수행이 아니라 채점자 협의와 같은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

러운 보고이다. 이러한 주관적 사고 구술이 이루어진 후에 이어진 채점

에서 R06 해당 수험자 쓰기 답안에만 매우 관대한 점수를 부여한 경향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6

(E08, 총평)
- -

문제를 내신 분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는 않기 때문에

R06

(E08, 총평)
- -

글의 기능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고 어떻게 달성을

하기 위해 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채점자들

간에. 오늘 혹은 출제자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R06

(E08, 총평)
- -

그냥 제가 생각을 한 바로는... 우리 논술? 논술하

는 글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형식의 맞춘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성격에

글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R06

(E08, 총평)
- -

그리고 그런 글을 쓰는데 있어서 이제 사용될 수 있

는 문법적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휘라든지라고

하는 걸 볼 때 약간 중립적인 어휘라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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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며 MFRM 분석 결과 유의확률 99% 수준의 편향적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채점 수행 도중에 나타난 채점 수행

과 관련되지 않은 채점자의 주관적인 사고 구술이 채점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채점자들이 E08의 쓰기 답안에 관하여 여러 오류를 수집하고 있

는 것에 반하여 R06은 이러한 여러 증거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 정

도면 손색없다’라고 채점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점 수행

에서의 집중력이라는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R06의 내적

채점 기준이 E08의 채점 수행 중에만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R06이 전반적인 채점 일관성이 적합하고 채점자 간 신뢰도도 양

호한 편임에도 채점자의 관찰점수와 MFRM의 조정 점수의 잔차가 .1

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편향적 채점 수행의 영향이다.

이로 인해 E08은 관찰 점수 상 가장 높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이는

전체 채점 판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편향적 채점은 전체 수험

자들에 돌아갈 환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

다. 이는 채점자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점자 인지·심리적인

요인이 쓰기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

례라고 판단된다.

(2) 쓰기 답안에 대한 선호도로 인한 편향적 채점

본 연구에서 보고된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편향적 채점 5건(유의확

률 95%) 가운데 3건이 R03의 채점에 나타났다((R03과 E07(t값

=2.89), R03과 E05(t값=2.63), R03과 E06(t값=-2.51)). 이러한

결과는 R03이 채점 수행 과정에서 수험자 쓰기 답안 요인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험자 쓰기 답안에 나

타난 특정 요소를 크게 해석하여 채점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점 수행에 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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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점 상황에서의 R03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수험

자 쓰기 답안에 대하여 ‘문장 간의 연결’과 같은 가독성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R03은 채점 수행에 있어서 특정 글에 대한 선호도라는 인지·심리

적인 요인의 지나친 발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채점자 요인의 발현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분석적 채점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쓰기 답안에

대한 인상이 전체적인 채점 기준의 채점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후광 효

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한 MFRM 분석 결과 E05과 E07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채점을 하였고 E06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채점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E05의 첫 문단에 대한 총평에서

쓰기 답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고한 후에, 맞춤법의 정확한 활용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3
(E05, 첫문단 총평)

EG -

오 진짜 잘 적었는데.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너무

잘 적었고. 다음에 왜 좋은 습관을 가지기 힘든 지도

다 너무 잘 적었는데.

R03

(E05, C09)
EA 5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이’ 이런 건 정말 단순

오타라고 생각하니까.

R03

(E07, C09)

EA 5점 문법 사용도 틀린 게 거의 없고,

EA 5점

맞춤법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거야 좀 너무 사소한

오타나 학생들이 자주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R03

(E06, C04)

EO 4점
(단락 구분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것도 뭐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운 거 같애.

NG 4점
인상 자체에서부터 지금 너무 나한테 당황스러운

글이기 때문에.

R03

(E06, C02)
ED 2점 내용은 괜찮은데.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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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묻고 있는 C09에서 쓰기 답안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부여

하는 채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03(E06, C04)의 언어 프로

토콜을 살펴보면 EO-NG를 통한 점수 결정이 RO를 갈음하여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3(E06, C02)의 언어 프로토콜 코드를 확

인해보면 RO를 위하여 ED가 활용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는 분석

적 채점 방식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채점자의 선호도 요인으로

인하여 편향적 채점이 수험자 쓰기 답안의 어떠한 특징으로 하여금 전체

채점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영향을 주는 후광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채점자들의 엄격성의 변동 양상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R03은 상위와 중상위 수험자 그룹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한 채점을 수

행하고 있는 반면에, 중위와 중하위 수험자 그룹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

한 채점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수험자 집단에서도

MFRM 측정값 1.26으로 두 번째로 엄격한 채점자로 보고된 바 있다.

R03이 수험자 쓰기 답안의 전반적인 수준에 따른 엄격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된 것이다. 일관성이 부족한 이러한 채점은 채점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전체 수험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R03의 엄격성은 MFRM 측정값

수험자 그룹 수준
가장 엄격

(라쉬 측정값)

logit 0 근접

(라쉬 측정값)

가장 관대

(라쉬 측정값)

상위 R02 (.09) R02 (.09) R03, R04 (-.57)

중상위 R06 (.05) R04 (.00) R03 (-.51)

중위 R03 (.36) R02 (.01) R01 (-.37)

중하위 R03 (.88) R05 (-.22) R01 (-.89)

하위 R01 (1.37) R06 (.32) R05 (-.76)

<표 32> 수험자 수준별 가장 엄격한 채점자와 가장 관대한 채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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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으로 보고되어 채점자들 가운데 logit값 0에 가장 근접한 평균적인

채점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

른 집단별 엄격성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수험자들에게는 관대한 채점을

하고, 수준이 낮은 수험자들에게는 엄격한 채점을 한 것으로 보고된 것

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므로 전체 수험자에 대한 한 번의 분석으

로는 채점자의 엄격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

다. 채점자 중재 과정에서 쓰기 답안의 수준이라는 채점 요인이 채점자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에 따라 채점자가 엄격성을 채점에 적용하

는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Ⅲ장의 MFRM 분석에서 보고된 채점자 영향을 중심으로, 채

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을 하여 그 원인이 되는 채점 수행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채점자 요인 규명하였다. 각 채점 요인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

여 채점 결과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 요인으

로 인해 어떤 채점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자 요인으로 인해 채점 결과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해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채점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채점자 중재 과정에서 나타난 채점자

요인 분석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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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 교육을 위한 논의

본 장에서는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

서의 논의점과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쓰기 평가에서 채

점자는 수험자의 쓰기 답안을 파악한 후, 채점 기준표를 해석해 점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하여 쓰기 평가는 채점자 중재적(rater

mediated) 성격을 띠며, 이 과정에서 다소 간의 채점자 주관성이 개입

된다. 따라서 쓰기 수행 평가의 점수 타당도(score validity)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점자가 타당하고 신뢰도 있는 채점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채점자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해진다.

풀처(Fulcher, 2003)는 채점자 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을 다음의 두 가

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채점자들이 가능한 동일한 채점 과정을

거쳐 채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을 해석하고 각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척도 점수

의 활용을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채점자 교육 및 훈

련은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가 가지는 주관성을 부정하거나 교정하기 위

한 목적이 아니라, 채점 수행에서 채점자들 간에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채점자 훈련을 채점자 교육과

채점자 조정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한 이영식(2000)의 논의 가운데 후

자인 채점자 조정에 해당한다.

또한 울프와 래니(Wolfe & Ranney, 1996)는 채점자 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는데, 고경력의 전문 채점자들과 저경력의 초보 채점자

들의 채점 수행의 질의 차이를 결정하는 원인을 ‘평가 참조틀’의 영향으

로 보았다. 이에 따라 채점자 교육은 저경력의 초보 채점자들이 고경력

의 전문 채점자들의 평가 참조틀의 구성을 참조하여 자신의 평가 참조틀

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영식

(2000)이 구분한 채점자 훈련 가운데 채점자 교육에 해당하며,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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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채점자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46).

채점자 교육이 그 내용과 형식에서 보다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

라운(Brown, 1995)이 제2언어 학습자의 교육 과정을 구안할 때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필요(necessities)와

결여(deficiencies)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숙련된 채점자와 미숙련 채

점자의 평가 참조틀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규명함으로서 채

점자 교육적 필요와 결여를 파악한다면, 미숙련 채점자를 위한 평가 참

조틀 개발 훈련의 내용 및 체계를 구안할 수 있다. 또한 채점자의 인지·

심리적 요인에 따른 채점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면 그에 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채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채점 습관을 고치거나 채점

자의 채점 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1. 채점자 경력 요인과 관련된 논의 및 시사점

1.1. 수험자 쓰기 답안의 읽기 전략과 관련된 논의

본 연구의 채점 결과 자료에 대한 MFRM 분석 결과 C03과 C06 두

개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집중 경향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C03과 C06에 대한 채점자 점수열을

채점자 경력 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

타났다.

 

46)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채점자들은 채점자 교육을 통해 그 일관성이 향상될 수는 있지만 채
점자들의 엄격성을 비롯한 고유한 채점자 특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채점자 훈련을 위한 연구 또한 채점자들 개별 피드백을 통한 채점자 조정이나 일관성
향상 훈련, 그리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점수 조정을 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기 논의에 따른 두 종류의 채점자 훈련인 채점자 교육과 채점자 조정은 엄격성이나
채점자 특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채점자 일관성을 훈련하고, 전문 채점자로서
의 채점 전략을 배우기 위한 방향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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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이 수험자 쓰기 답안에 부여한 점수에 따르면, 가장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E08과 E05이며, 가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 것은 E03과 E10이다. C03에서의 채점 기준에 대한 점수 부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03은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으로,

위의 점수열에 따르면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에게서 집중 경향성이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C06은 ‘문법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채점 기준으로,5년 차 이하의 채점자들에게서 집

중 경향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자
고숙달도 저숙달도

E05 E08 E03 E10

R01 4점 4점 2점 2점

R02 4점 3점 2점 2점

R03 5점 3점 1점 2점

R04 5점 3점 2점 2점

R05 1점 1점 1점 2점

R06 1점 5점 2점 3점

<표 34> 수험자 수준에 따른 점수 부여 결과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

수험자 1 2 3 4 5 6 7 8 9 10 수험자 1 2 3 4 5 6 7 8 9 10

R01 3 2 2 4 4 2 4 4 3 2 R05 2 2 1 2 2 2 2 2 2 2

R02 3 4 2 2 4 3 4 3 2 2 R06 2 2 2 1 1 1 2 5 1 3

R03 2 3 1 4 5 1 5 3 2 2 -

R04 4 5 2 4 5 2 3 3 2 2 -

<표 33> 글의 구성 채점 기준에서의 5년 차 이상 채점자들의 집중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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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구성’ 채점 기준에 나타난 교육 경력 5년 차 이상 채점자들의 집

중 경향성과 ‘문법 적절성’ 채점 기준에서 나타난 교육 경력 5년 차 미

만의 채점자들의 집중 경향성이 보고되었다. 위의 채점자 점수열에 나타

난 집중 경향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과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이 수험

자 쓰기 답안의 독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5년 차 미만의 한국어 교사들과 5년 차 이상의 한국어 교사들의

채점 기준 활용을 MFRA로 확인한 결과, 5년 차 미만의 교사들은 ‘어

휘 정확’의 채점 기준을 두 번째로 높은 난이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

면 5년 이상의 채점자들은 ‘단락 구성’ 채점 기준을 두 번째 높은 난이

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평가 구인을 더 엄격하게 채점한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커밍(Cumming, 1990)에서 전문 채점자들과 초보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비교한 결과, 전문 채점자들이 수험자 쓰기 답안의 내용 조

직과 문단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비해 초보 채점자들은

언어적 오류, 문단 구분 등의 표면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보고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한편 커밍(Cumming, 1990)은 채점자

의 사고 구술을 수집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살펴본 연구인데, 전

문 채점자들은 자신의 채점 수행을 상위 인지적으로 살펴보면서 채점 과

5년 미만의 채점자들 5년 이상의 채점자들

수험자 1 2 3 4 5 6 7 8 9 10 수험자 1 2 3 4 5 6 7 8 9 10

R01 3 3 3 4 4 4 4 5 4 2 R05 2 3 2 4 3 3 3 3 3 3

R02 5 4 2 3 3 3 3 3 2 3 R06 4 1 1 3 2 2 3 3 2 2

R03 2 3 2 4 5 2 5 3 2 2 -

R04 4 3 2 5 4 4 4 4 3 3 -

<표 35> 문법 적절성 채점 기준에서의 5년 차 미만 채점자들의 집중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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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일어난 인지적 표상에 대한 형식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하향적(top-down) 독해 방식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은 채점자의 독해 과정에서의 상위 인지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채점자들에게서도 5년 차 이상의 채점자인

R05, R06에게서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형식화 단계에서 총평에 해

당하는 프로토콜 코드(EG, NG, RG)이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에 비

해서 훨씬 많이 보고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5년 이상의 채점

자들은 하향식(top-down) 읽기 방식을 위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접

근하고 있었으며, 5년 미만의 채점자들은 상향식(bottom-up) 읽기 방

식을 위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접근하고 있었다. 즉, 교육 경력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은 하향식 읽기 방식에서 집중하여 보게 되는 ‘글의

구성’ 채점 기준에서, 교육 경력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은 상향식 읽기

방식에서 집중하여 보게 되는 ‘문법 적절’ 채점 기준에서 각각 특정 척도

점수에 대한 집중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채점자 요인은 채점자들의 채점 기준 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경력의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수 결정으로 인하여 편향적 채점이 발생했던 R01(C01),

R01(C07)이나 엄격성의 적용에 대한 내적 채점 기준이 채점 도중에

변동하였던 R02(E03, C01)의 채점 수행과 비교했을 때, 고경력의 채

점자 R06(E02, C01)의 채점 수행을 살펴보면 채점 기준에 대한 대답

을 충실하게 진행하며 채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한 뒤 종합적인 평가를 마친 후에 채점

기준을 참조하여 각 점수를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프리드만과 칼피(Freedman & Calfee,1983)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고경력 채점자들은 텍스트 이미지 구축 단계에서부터 쓰기 평가

의 채점 기준을 고려하면서 쓰기 답안에 대한 읽기를 수행한다고 하였

다. 구체적인 프로토콜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저경력 채점자들(R01,

R02)은 중·고경력의 채점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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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면서 쓰기 답안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에,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R05, R06)은 하나하나의 문장을 살펴보면서

문장별로 수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쓰기 답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파악한 후 총평으로 갈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점에 할애하고 있는 시간과 발화량을 확인해 보면, 저경력 채점자가

더 많은 시간을 채점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험자 쓰

기 답안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하향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상향적 접근 방식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 채점 시간이 길어지고 발화

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경우 상기한 바와 같

이 오히려 편향적 채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은 적은 시간과 발화를 채점에 할애하고 있었지만 양호한 내적

합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편향적 채점의 빈도도 5년 차 미만의 채점

자들보다 적었다.

채점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발화를 더 많이 하고 쓰기 답안의 수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채점자가 적합한 채점자로 분류되었다고 보고

바 있다(백유진, 202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점 근거 수집을 위한

채점자의 발화의 양과 쓰기 답안의 수정의 노력이 적합도의 핵심적인 원

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채점자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저경력 채점자들이 상향식 읽기 방식으로 미시적인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징에 집중하다가 전체적인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채점 수행 중에 수험자 쓰기 답안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하향식 읽기 전략 또한 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쓰기 평가라는 읽기 작업의 특성상, 채점 기준이라는 주목할 지점

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채점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향식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특

징을 파악하고 척도 점수의 균형을 잡은 후에, 상향식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접근하여 각 채점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채점자는 특정 수험자나 채점 기준에 대한 편향에 빠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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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끝까지 채점을 마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쓰기 수행 평가의 특성 상 실용성을 고려하면 채점자는 적정한 시

간 안에 적당량의 발화를 통해 경제성 있는 채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는 점도 이러한 읽기 전략을 훈련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채점자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채점자의 모범적

인 채점 수행을 바탕으로, 저경력 채점자들의 수험자 쓰기 답안에의 접

근 방식에 대한 반복적인 숙달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1.2.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채점 기준의 적용

본 연구의 채점자들 가운데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서 엄격

성의 적용 양상에 차이를 보인 채점자는 R01과 R03이다. 두 채점자는

1~2년 차 저경력 한국어 교사에 해당한다.(<표 32>참조). 이는 채점자

의 엄격성이 실제로 채점 결과에 적용되는 양상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쓰기 평가의 범주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채점

결과를 일회적으로 분석하여 측정된 채점 경향을 채점자의 엄격성으로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채점자가 때로

는 더 엄격하고, 때로는 더 관대한 채점을 수행하며 일관되지 못한 엄격

성을 보이기 때문이다(박종임·박영민, 2011). 전체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모든 채점 결과가 종합된 결과이므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

에 따라 채점 상황을 나누어 각 단면에서의 채점자 경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47).

수험자의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채점자들의 엄격성 적용에 대한

logit값을 확인한 결과, 1~2년차의 저경력 채점자들의 경우 위와 같이

쓰기 답안의 수준이 변함에 따라 채점에의 엄격성 적용 양상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5년 차의 중경력 한국어 교사(R04, R05)

47) 이와 관련하여 박종임·박영민(2011)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채점자의 채점 일관성을 확인
한 결과 일관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전체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을 채점자 일관성을 한 번에 도
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큰 틀에서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의미가 유사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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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10년차 이상의 고경력 한국어 교사(R06)는 수험자 쓰기 답안별

채점에의 엄격성 적용 양상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경력 채점자들이 수험자들의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종합적인 숙달도를 예상한 후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엄격성을 실제 점수

결정 단계에서 적용하는 과정이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활용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가 적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

렵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별로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소략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5년 차 미만의 R01~R04가 모두 쓰기 답안의 수준별 엄격성의

변동 폭이 1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5년 차 이상의 채점자인 R05, R06

은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변동 폭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채

점자 경력이라는 배경 요인이 채점자의 채점 스키마와 평가 문식성을 포

함한 종합적인 교육 경험의 차이를 포함한 배경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다만, 채점자 배경 요인을 통한 분류는 채점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피상적인 분류가 될 수 있으므로 채점 수행에서의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위 그룹의 쓰기 답안에게는 대부분의 채점자들이 엄격한 채점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저경력의 채점자들이 언어 사용에

서의 특징에 주목하는 채점 양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언어 사용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은 하위 그룹의 수험자 쓰기 답안이 엄격하게 채점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하위 그룹에서는 채점 기준에

서는 ‘어휘 정확’이 ‘글의 구성’과 함께 가장 높은 난이도로 활용되었다.

즉, 어휘의 정확성에 관한 채점 기준이 가장 핵심적인 채점 기준으로 활

용되었으며, 또한 ‘문법 정확’이 그 다음 높은 난이도의 채점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채점자들 가운데, 어휘의 정확성, 문법의 정확성이

라는 언어적 평가 구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

을 더욱 엄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채점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5년 차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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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R04 채점자들은 모두 하위 그룹 채점자들의 logit값을 1에 가깝

게 엄격하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저경력의 채점자들은 쓰기 답안의 표면적인 요소들이나, 문

법과 어휘와 같이 미시적인 수험자 오류에 집중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도 결을 같이 한다.

중하위 그룹에게는 ‘단락 구성’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채점 기준으로 활

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하위권 수험자들 가운데에서 단락 구성

에 대한 채점자들의 감점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중하위권 수준의 수험

자들을 채점할 때는 그러한 채점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문법 정확’의 채점 기준은 중하위권 수험자들에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는 하위권 수험자들에게서 ‘어휘 정확’

이 ‘글의 구성’과 함께 가장 높은 난이도의 채점 기준으로 보고가 되었

고, ‘문법 정확’ 역시 그 다음 난이도의 채점 기준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하위권과 하위권의 변별 지점이 ‘언어적 표현의 정확성’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중하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쓰

기 답안을 채점할 때 어떤 차이가 대별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채점자들

이 이를 채점 수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한편, 채점자

의 언어적 구인에 대한 민감성 요인에 따라서, 하위권과 중하위권에서의

채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위권 그룹에서는 ‘문법 정확’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채점 기준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중위권 그룹에서는 ‘문법 정확성’

으로 인해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단락 구성’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의 가장 난이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위권 수험자들은

단락 구성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상위권 그룹에서는 ‘내용 구성’ 채점 기준이 가장 난이도가 낮은 채점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채점 기준은 ‘관련된 내용으

로 글을 구성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수험자들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는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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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볼 수 있다.

상위권 수험자 그룹에서는 ‘주제 수행’ 채점 기준이 가장 난이도가 낮은

채점 기준으로 보고되었다. 상위권에 속한 수험자들에게는 문항에서 제

시된 세 가지 프롬프트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

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험자 쓰기 답안이라는 의미이다. ‘글의 구

성’과 관련된 채점 기준은 내부적인 흐름에 대한 채점 기준이므로 모든

수험자 쓰기 답안의 채점 기준 가운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측

정되었지만, 그 다음 난이도로 측정된 채점 기준으로는 ‘문법 다양’에 해

당하는 채점 기준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문법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상위권 수험자들 그룹에서는 중요한 채점 기준으로 작용

하였음을 알고 채점자들은 상위권 그룹의 수험자 쓰기 답안을 고려할 때

이를 인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채점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1.3. 평가 참조틀 구성의 차이의 규명

울프와 래니(Wolfe & Ranney, 1996:550)에서는 전문 채점자와 다

른 두 그룹의 채점자들의 차이를 채점 지식이 구축된 방식의 차이로 보

았는데, 기존의 채점자 교육에서는 채점 기준에 대한 채점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채점자의 평가 참조틀(frameworks of

scoring)을 개발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문 채점자들의 채점 방식과 미숙련 채점자들의 채점 방식

의 차이를 연구하여 미숙련 채점자들이 전문 채점자와 같은 평가 참조틀

을 갖추어 채점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어

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먼저는 의존적인 점수 결정 스타일로 인한 일관성 부족에 관한 논의이

다. 저경력 채점자인 R01은 ‘과제 수행’과 ‘어휘 적절’에 관한 채점 기준

모두에서 편향이 나타난 바 있었다. 두 채점 기준은 모두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 오류를 계수하여 점수 결정에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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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의 경우 수험자들에게 프롬프트로 제시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한

과제 수행을 잘 수행하였는가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계수하며

답변의 질을 따질 수 있고, C07의 경우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 어휘 사

용의 적절성에서 한국어의 사용역을 기준으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를

계수할 수 있다.

R01은 수험자 쓰기 답안을 한 문장씩 읽어가며, 가능한 모든 오류를

수정하면서 채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확인한 결과 다른 채점 기준에 있어서는 감점을 쉽게 하지

못하였으나, C01, C07과 같이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의 오류를 명확하

게 계수할 수 있는 채점 기준에서는 보다 쉽게 점수를 깎았다. 이는

R01이 수험자 쓰기 답안의 종합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채점 기준을 활

용하지 않고, 채점 기준에 의존한 채점 수행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하여 R01의 엄격성의 적용이 채점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채점 기준에서의 척도는 동간 척도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

에, R01과 같이 채점 기준에 따라 내적 엄격성이 현저히 달라질 경우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동간 척도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원래 출제 기관이 의도했던 방식의 척도 점수를 활용하지 못

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러한 채점 기준 의존적인 채점 스타일이 채점 결

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저경력 채점자에게서 보상적 채점에 대한 집념

과 채점 근거가 부재한 인상 중심의 채점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모두

채점 관련 스키마 요인으로 인해 고경력 채점자들보다 평가 참조틀의 구

성에서 채점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채점자 요인들이 작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수험자 쓰

기 답안에서 채점 근거를 계수하여 채점 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종류의

채점 기준과 그렇지 않은 채점 기준 사이에서 엄격성 정도가 차이가 나

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거

를 계수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의 경우 미리 채점자 협의를 통해 채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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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진행하여 오류의 개수에 따라 감점 정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방법

으로 채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채점 과정

에서 채점자 본연의 엄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점자 조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채점자 교육의 측면에서는 채점 근거의

계량화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채점 기준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엄

격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논의 및 시사점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는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

을 고려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에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험자 쓰기 답안에서의 채점자의 집중을 살펴

보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러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

인과 함께 고려가 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울

프와 래니(Wolfe & Ranney, 1996:549)는 채점자가 수험자 쓰기 답

안의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는지는 그 자체만 보아서는 채점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1. 균형 잡힌 척도 활용 교육을 위한 논의

채점자가 어떤 척도 점수를 활용하며, 해당 척도 점수를 어떻게 인식하

고 이를 활용하는지도 채점자의 채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48). 이

는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채점자의 인지 스타일 요

인과도 관련이 깊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점수의 불균형한 활용을 보이

는 채점자들에게서 문제적인 채점자 인지 스타일이 보고된 바 있다. 수

48) 본 연구의 예비 조사(pilot test)에서도 척도 점수에 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본 연구

의 예비 조사에서는 두 명의 채점자가 1~4점 척도를 활용하여 채점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때 두

명의 채점자 모두에게서 1~4점 척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채점 기준 프롬프트가 있으며, 1~5점 척

도를 제공 받아 중간 점수(3점)이 존재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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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채점 스타일을 가진 채점자는 110회의 채점 수

행 가운데 한 차례도 1점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2점과 4점

에서 과적합한 채점 척도 활용이 보고되었고, 전체적인 채점자 내 신뢰

도 또한 낮게 측정된 바 있다. 또한 중앙치인 3점의 활용을 되도록 피

하고자 하는 채점 양상이 채점자들에게서 보고되었다. 과거 미포드와 울

프(Myford & Wolfe, 2004)는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이 3점에 주로

몰리는 중심 경향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쓰기 평가 채점자들

의 척도 점수 활용에서는 중심 경향성이 보고되지 않아 다른 연구 결과

가 나타났다. 채점자들 가운데 중앙값인 3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채점

자는 한 명 뿐이며, 오히려 중앙값을 피해서 점수를 부여하려는 시도들

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점 결과에 대한 MFRM 분석 결과 채점자 집단 수준의 분석에서는

무작위적인 척도 점수의 사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개별 수준의 분

석에서도 무작위적인 척도 점수 사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채점자들에게서 특정 척도에 대한 집중 경향성이 보고되었다.

R01은 중간값인 3점 척도의 사용 비중이 19%에 불과하고 2점(31%)

과 4점(40%) 척도의 사용 비중이 높다. 중심 경향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2점 척도(내적합도 1.5)의 활용에서 부적합한 활용이 보고

된 바 있다(<표 12> 참조). 중간값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쓰기 답

안을 채점할 때에 활용하지만, R01의 경우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2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소 코드 점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R01

(E01, C01)
RT 2점

그러면 충실히 시행하였는가. 어 아니다(2점).

애매해요.

R01

(E01, C10)
RF 2점

약간 네 보통. 아니야, 아니다(2점). 쓰긴 부분은

썼으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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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R01의 내적 척도 점수상으로는 ‘애매함’이라고 형식화된 표상을

측정할 때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점이 아닌 2점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

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R01의 범주 확률 곡선 그래프를 살펴보

면([그림 5] 참조) 문항 난이도 축의 0값에 해당하는 척도 사용 확률값

에 중간값인 3점보다 2점과 4점의 확률값이 더 크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경력 채점자의 경우 불균형한 척도 점수의 활용으로 인한 부적

합 양상도 보이는데, 1점 최하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점의 활용이 극단값에 위치하게 되었고, 문항 난이도 축의 0값에 해당

하는 확률값에서 4점으로 채점하는 확률이 절반 정도에 이르면서 그 사

이에서 3점의 활용이 다소 부적합한 양상이 나타나는 채점 척도 활용을

보이기도 했다.

척도 점수의 균형 있는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최하점인 1점을 한 번

도 부과하지 않은 채점자들(R02, R04)이 있었는데, 이 경우 결국 채점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척도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5개의 척도

점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4개의 척도 점수만으로 채점을 마무리하게 된

다면, R02와 같이 ‘보통이다’에 대한 표상이 되어야 할 3점에서 부적합

한 척도 활용이 나타나게 되고, 전체적인 채점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R04도 마찬가지로 최하점인 1점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척도 점수의 활용에 과적합 양상이

보고되었으며 척도 점수를 균형 있게 활용하지 못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과적합한 채점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채점을 시

작하기에 앞서 채점자의 내적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채점자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채점 수행에 대하여 R04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는데,

C04의 채점 수행 중에 ‘이것이 공정한지 모르겠다’고 표현하며 본인의

채점 수행에 있어서 혼란을 보이는 보고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채

점 수행에서의 인지·심리적인 채점자 요인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통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습관화가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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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2.2. 서로 다른 채점 스키마 요인으로 인한 채점자 조정의 필요

쓰기 평가의 채점자들은 서로 다른 채점 스키마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개인적 선호에 따른 편향적 채점이 보고되었고, 언어적 오류에 대한 민

감성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언어적 오류가 전체 채점 기준에 영향을 미

치는 후광 효과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채점 기준 해석 및 적용의 임의

성에 따라 분석적 채점 방식의 구분이 무색해지는 후광 효과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글(Weigle, 1999)은 채점자 조정을 통해 쓰기 답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채점 기

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여러 채점자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채점

기준표를 받았음에도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양상이 커

지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양상을 확인하고자 사전에 채점

자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연구 결과 보고된 채점자 교육적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특정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선호도의 지나친 발현으로 인한 부적합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채점자 교육도 필요하다. 수험자

쓰기 답안의 특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채점자의 경우, 그로 인하여 전

체적인 채점 척도 활용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채점자 가운데에서도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지 관대한지에 따라서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

으며 이것이 해당 수험자 쓰기 답안 전체적인 채점 수행에서 후광 효과

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점자 교육적인 시사점으로는 수

험자 쓰기 답안의 종합적인 특질에 파악하도록 하는 독해 훈련의 필요성

을 들 수 있다.

채점자 평가 구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확인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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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채점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가 구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양상에 따라 채점자의 인지 스타일의 요인에 따라서 채

점자별로 상이한 채점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하게 생각

하는 채점 기준은 엄격하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점 기준은 관대하

게 채점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개별 채점자에게 스스로 이러한 채

점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피드백을 하는 방향과, 채점자 교육을 통한 사

례 연구로 제시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언어학적 격식의 범주에 따른 명확한 채점자 지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채점자들이 임의적인 채점 기준 해석 및 적용을 할 가능

성이 있는 채점 기준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언어학

적 기능과 격식이 해석되는 방식과 수험자의 쓰기 답안에 적용되는 방식

을 명확하게 채점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2.3. 채점자 집중력 요인과 관련된 논의

채점자는 제공 받은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적 척도 점수

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채점자에게서 채점자의 집중력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채점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

구의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채점자는 채점자 간 신뢰도도 양호하고,

채점자의 적합도도 높게 나타났으나 E08의 채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적인 사고 구술을 보고한 이

후에 집중력이 흔들리며 유의확률 99% 수준의 편향적 채점을 한 바 있

다. 그 결과 E08은 R06에게서 통계적 이상치에 해당하는 고득점을 얻

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E08은 모든 수험자들 가운데 가장 고득점을 한

수험자가 되었다. 채점자가 이와 같이 집중력이 흔들린 채점을 할 경우,

수험자들의 순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환류 효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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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점자 교육에서는 고경력 채점자들의 이러한 실수 사례를 활용

해 주의를 환기하고, 무엇보다 채점자들이 집중력을 유지한 채 일관성

있는 채점을 수행할 수 있는 채점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채점 맥락 요인

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1. 연구 결과의 정리

본 연구는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체계적인 채점자 교육 내용을 정립

해야 한다는 연구적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제2언어 교육 과정을 정립하

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대상의 목표 요구(target needs)와 교육적 필

요(necessities)를 확인해야 한다(Brown, 1995). 이를 위해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관한 얻기 위해서 채점 결과를 해석하여 채점자 영향을 살

펴볼 수 있는 다국면 라쉬 모형(MFRM)을 활용한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MFRM 분석을 활용한 쓰기 평가 채점자의 경

향성을 분석하거나 적합도를 활용하여 일관성 수준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은 채점자가 어떠한 채점 상황에서 어

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판단을 했는가와 같은 채점자의 채점

수행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

다. 국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로 사고 구술법을 활용하여

채점자의 채점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영

어교육(이창수, 2014 등)과 국어교육(백유진, 2021 등)에서는 이렇게

MFRM 분석과 사고구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으나, 한국어 쓰기 평가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사적 필요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쓰기 평

가의 채점 상황에서 채점자들로 인해 채점 결과에 나타나는 채점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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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MFR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에 대

한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분석하여 채점 결과에서 채점자로 인해 나타난

영향에 대한 채점 수행 양상을 정리한 후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규

명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는 Ⅴ장에서 채점자의 배경 요인에

따른 채점자 분류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쓰기

평가 채점자의 인지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채점자들의 인지 과정은 크게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표상 형식화 과정과

점수 결정 과정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쓰기

평가 채점자는 수험자 쓰기 답안의 텍스트 이미지를 구축하고(Wolfe,

1998), 채점 기준과 수험자 쓰기 답안을 이어서 점수를 결정하는 중재

자의 역할을 맡는다(McNamara, 2000).

채점자들로부터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

험자의 쓰기 답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프롬프

트를 활용한 600~700자 분량의 자유 작문 쓰기 문항을 구안하였다.

이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가능한 수험자들의 다양한 쓰기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함이다. 이후 서울 소재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5명과 한국의 대학교 학부의 한국어 학습자 5명을 모집하여 총 10개의

수험자 쓰기 답안을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쓰기 평가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을 구안하기 위하여

채점 기준표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쓰기 평가 도구들을 참조하여 크게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의 정확성’, ‘언어 사용

의 다양성’, ‘사회 언어학적 기능’의 다섯 개로 나눈 평가 범주를 수용하

였고, 11개의 채점 기준을 선정하였다. 채점 기준은 분석적 채점 방식

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각각 1~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채점 기준표를 구안하였다.

이후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를 모집하였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

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한국어 교사 6명을 채점

자로 모집하였다. 채점자들은 1~2년차의 저경력 교사 3명, 4~5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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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경력 교사 2명, 10년차 이상의 고경력 교사 1명이다. 채점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채점 과제에 따라 10개의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11개의 채점 기준에 관하여 완전 교차형 채점을 시행하였으므로, 총

660번의 채점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살펴보기 위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사고 구술을 활용하여 녹음하도록 하였다. 타당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채점 과정을 체계화하였으며, 채점자들에게는 언어 프

로토콜 보고(VPR)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본고의 채점 과제를 위해 특별한 채점자 훈련을 실

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한국어 교사 채점자의 채점 수

행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수집된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 대하여 모형 적합성 검증을 마친

후 MFR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미포드와 울프(Myford &

Wolfe, 2004)를 바탕으로 한 ‘채점자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채점자의 채점 수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를 정리한 결과, 채점자 일관성의 부족, 채점자 관찰 점수와

MFRM의 조정 점수의 잔차, 무작위성과 후광성과 같은 주관적인 척도

점수 활용의 가능성, 채점자별 신뢰성이 떨어지는 채점 척도의 활용 보

고, 채점자 개별 수준의 집중 경향성, 채점자 집단 수준의 집중 경향성,

채점자의 편향적 채점에 관련된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위에서 보고된 MFRM의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채점자

들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에 대한 언어 프로토콜 분석(VPA)을

실시하였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 채점자의 채점 일관성 부

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는 수험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점수

결정 스타일, 채점 기준에 의존하는 채점 근거 적용 스타일, 높은 수준

의 수험자에 대한 엄격한 채점 스타일이라는 채점자 인지 스타일 요인이

보고되었다. 집중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 중앙값을 피

하려는 인지 스타일 요인이 보고되었으며, 무작위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

점자 요인으로는 보상적 채점에 대한 집념과 인상 중심의 채점 기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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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식이라는 인지·심리적 요인이 보고되었다. 후광성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로는 언어적 오류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라는 채점자 인지·

심리적 요인이 보고되었고, 편향적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 요인으

로 채점자 집중력 요인과 쓰기 답안에 대한 선호도라는 채점자 요인이

보고되었다.

채점자 교육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채점 자료를 활용한 분

석 결과에서의 채점자 배경 요인과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였다. 배경 요인에 관한 논의로는 경력에 대한 논의가 있다. 5

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은 ‘글의 구성’ 채점 기준에 대하여, 5년 차 미만

의 채점자들은 ‘언어 적절성’ 채점 기준에 대한 집중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관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5년 차 이상의 채점자

들은 하향식 읽기 전략 위주로 수험자 쓰기 답안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은 상향식 읽기 전략을 위주로 수험자 쓰기 답

안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 결과 5년 차 이상의 채점자들이 글의 조직과

관련된 채점 기준을 더 유심히 채점하면서 엄격한 경향이 나타난 반면

에, 5년 차 미만의 채점자들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채점 기준을 더 유

심히 채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경력 채점자들이 텍스트 이미지 구축 과정에서 수험자 쓰기 답안의 미

시적인 특징에 집중하다가 전체적인 특징을 놓치지 않도록 하향식 읽기

전략도 채점에 활용할 수 있게 채점자 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 변화에 따른 엄격성의 유지 실패 양

상은 1~2년 차의 저경력 채점자들에게서 크게 보였으며, 4~5년 차의

중경력 채점자들과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채점자들은 그 영향을 덜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엄격성 유지 실패 양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을 논의하고자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별로 채점 기준의 엄격성을 확인

하였으며, 각 수준별 점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채점 기준

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저경력 채점자들에게는 수험자 쓰

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집중해야하는 채점 기준을 교육할 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



- 177 -

또한 채점자 경력 요인으로 인한 평가 참조틀(frameworks of

scoring)의 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의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을 활용한 채점 수행의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 보고된 채점 근거 부재의 인상 중심의 채점, 채점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점 근거 적용, 보상적 채점에 대한 집착과 같

은 채점자 요인은 모두 저경력 채점자들에게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이것이 고경력 채점자와 저경력 채점자의 채점 관련 스키마 요인으로

인한 평가 기준틀 구성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같은 채점

상황에서의 고경력 채점자들의 채점 수행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채점자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에 따른 논의로는, 균형 있는 척도

점수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채점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채점자들에게서는 중앙값을 피하고자 하는 점수 결정 스타일 요인으로

인한 불균형한 척도 점수 활용이 보고가 되었으며, 또한 최저점을 부과

하지 않는 점수 결정 스타일도 보고가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한 척도 활

용은 다른 척도 점수의 부적합과 과적합한 척도 점수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균형 있는 채점 척도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을 제

안하였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채점 관련 스키마 요인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구인이 다를 수 있으

며, 수험자 쓰기 답안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따른 주관적 척도 점수의

활용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채점 실시 이전에 충분한 채점자 사전 협의를 통하여 채점

기준 활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채점자 조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회 언어학적 기능과 관련된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 및 해석

에서의 유동성이 크게 보고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채점자 집중력 요인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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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가장 큰 채점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된 채점자

는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채점자로 나타났다. 공식 채점자 훈련의 경

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적합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도 양호했던 채점자임

에도 MFRM 분석 결과 관찰 점수와 조정 점수의 잔차가 가장 크게 나

타나며 가장 큰 채점자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관한

원인을 추적한 결과, 특정 채점 상황에서 채점자 집중력 요인으로 인하

여 편향적 채점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험자 전체 순위의 판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채점자가 경력이 많고 훈련 경험

이 있다고 하더라ㄷ 집중력 요인에 의해서 채점자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언하였으며, 채점자가 집중력을 가지고 채점에 임할

수 있도록 채점 상황에서의 맥락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함을 제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평가의 채점자 중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채점 수행

에서 발생하는 채점자의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채점자 요인을 살펴

보았다.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들의 쓰기 평가 결과에 대한

MFRM 분석을 바탕으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분석하여 그 채

점 양상을 밝히고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채점자 배경 요인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교육적 시

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의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연구적으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

음을 인정하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밝힌다.

2.1. 한계1 : 채점자의 숫자

본 연구에서는 1~2년 차의 저경력 교사, 4~5년 차의 중경력 교사,

10년 차 이상의 고경력 교사 그룹 모두에 해당하는 채점자 요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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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문 채점자들은 집중하는 요소가 비슷하고 미숙

련 채점자들은 집중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상이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고

려하여, 각 그룹의 숫자를 3명, 2명, 1명으로 차등 배분하였다. 이는 각

채점자들의 프로토콜 분석을 실제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다

룰 수 있는 채점자의 인원을 6명 정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각 그룹

교사들의 경력은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모두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로 샘플링 하였다. 이는 국내의 한국

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와 평가에 참여하는 가장 전형적인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연구 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의 각 그룹의 채점자의

수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채점자 요인에 대한 탐구

를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충분한 케이스의 채점자 요인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채점자 배경 요인과의 연계를 일반

화하여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더 큰 채점자 집단의 채점 경향

과 채점 수행을 분석해 이를 채점자 배경 요인과 연계하는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2.2. 한계2. 단일 문항

본 연구에서 구안하여 채점 자료를 수집한 한국어 쓰기 문항은 프롬프

트를 활용한 600~700자 자유 작문 쓰기 평가 한 문항이었다. 이는 많

은 쓰기 평가 문항의 유형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채점자

요인에 대한 본고의 연구 결과를 다른 쓰기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고 볼 수는 없다. 각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채점자들의 반응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채점자 요인을 살펴보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유형별 쓰기 평가 문항을 다

양한 난이도로 구안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채점자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3. 한계3. 채점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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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요인에 따른 채점 경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

므로,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예를 들면, 언어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과정을

유형화하거나, 채점자 요인 혹은 채점자 영향에 따른 채점자 언어 프로

토콜의 진행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은 채점 과정에

서의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채점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라

는 점에서, 한국어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인지 과정의 특징을 살피는

등의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채점자의 인지·심리적 요인의 분석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지면의 한계로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심리적 요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채점자 데이터를 여러 방식

의 프로토콜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논의를 심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 한계4. 수험자 그룹의 숫자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위, 중하위, 중위, 중상위,

상위의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채점 결과를 MFRA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점 과정에서의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험자 쓰기 답안의 수준에 대한 평가적 반응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채점자 요인들을 인하여, 각 채점자들의 엄격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각 그룹에 속한 수험자는 2명의 적은

숫자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각 채점자들이 쓰

기 답안의 수준에 따라 엄격성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채점 과정에서의 언어 보고 프로토콜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채점자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큰 수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여, 각 쓰기 답안의 수준에 따른 엄격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채

점자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채점자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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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계5. 코더의 숫자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채점 결과에 대한 MFR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고는 하지

만, 질적 분석에서의 실질적인 코더가 연구자 한 명이므로 코더의 일치

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러 명의 코

더가 채점자의 언어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코더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질적 분석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

뷰나, 회상 프로토콜과 같은 질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삼각 검

증 방식을 갖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6. 한계6. 평가 문식력 요인

본 연구는 쓰기 평가에서의 채점자 요인을 탐구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를 바탕으로 실제 쓰기 평가 채점자들에게서 채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채점자 요인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채점자 인지·심리적 요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채점자의 평가 문식성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채

점자들에 대한 또 다른 측정 도구를 필요로 하는 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점자 반응 양상의 원인이 되고, 이를 통해

채점자의 척도 활용 양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평가 문식성의 규명은

매우 중요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의 평가 문

식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채

점자의 평가 문식성 요인을 함께 채점 자료와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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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채점자 사전 질문지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① 20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학력 :  ① 학사 졸업   ② 석사 재학 (수료)   ③ 석사 졸업   
          ④ 박사 재학 (수료)  ⑤ 박사 졸업 이상 
4. 학사 전공 : ____________　(예시 : 한국어교육학, 중국어교육학, 경영학 등)
5. 석사 세부전공 : ___________　 (예시 : 한국어교육학 문법 전공 등)
6. 한국어 교수 경력 : (   )년 (   )개월　
7. 재직 기관의 종류 : ①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② 세종학당   ③ 민간 비
영리 단체 (봉사 등)  ④ 공공 기관 (각급 학교 포함)  ⑤ 기타 (       ) 
8. 모어 : _____________ (예시 : 중국어(보통어), 중국어(광둥어) 등)

9-1. 재직 기관 등에서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채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 9-2번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② 아니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지수 올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한국어 쓰기 평가의 채점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채점자 자료 수집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됩

니다. 질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97 -

9-2. 선생님께서 어떤 쓰기 자료를 채점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간략하게 기술
하여 주십시오. (‘학습자 수준, 쓰기 과제의 종류 및 분량, 채점 훈련 여부’ 등
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 사전 질문지의 응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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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채점자 사후 질문지

1. 사고구술을 활용한 채점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
세요.

2. 채점하기 곤란하다고 느꼈던 채점 기준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회상하며 채
점 상황의 예를 들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3. 외국인 한국어 쓰기 채점자를 위한 채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
술해주십시오.

실험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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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채점 과정 사고구술 가이드

본 연구는 선생님께서 수험자의 쓰기 문항을 채점하실 때 어떠한 인

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래에 사고구술을 활

용한 쓰기 채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니,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사고구술을 활용한 쓰기 채점은, 간단히 말하자면 채점 과정 중

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자연스럽게 구술하는 것입니다. 전달 받은

채점표를 따라가며 수험자 답안지를 채점하시면서, 처음부터 마칠 때

까지의 생각을 모두 소리 내어 말해 주십시오. 녹음을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가능한 말을 멈추지 않고 모든 생각을 구술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선생님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점 과정
에서 드는 생각을 그대로 발화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구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2020월 08월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박지수 올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채점과정을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채점 과정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셔서 모두

녹음해주세요. 채점 장소는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조용한 곳이어야
합니다.

(2) 전달 받은 채점자 자료에서 출제 문항과 예시 답안을 확인한 후,

수험자 답안 채점지를 펼칩니다. 연구자에게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자

료를 받으신 경우, 출력 후 채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녹음기 실행 후, 먼저 수험자의 쓰기 답안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수험자 자료의 전체적인 인상을 그때그때 사고 구술(Think aloud)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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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주세요. 그러한 인상을 준 채점 근거를 수험자 답안에서 찾아 가능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세요. 수험자 답안 채점지에는 펜으로 자유롭게 채점

과정을 기록해주세요.

(4) 전체적인 인상 평가가 끝나면 아래 채점표의 각 채점 기준을 스

스로에게 질문하신 후, 각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자 답안의 인상

을 사고 구술로 표현해주세요. 이때, 그러한 인상을 준 채점 근거를

수험자 답안에서 찾아 가능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세요.

(5) 후에, 해당 채점 기준에 대한 수험자 답안의 정도성을 5점 리커

트 척도 점수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점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보고하며,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상을 준 채점 근거

를 수험자 답안에서 찾아 가능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세요.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발화해주시면 되겠습
니다. 만일 수험자의 답안에 점수를 줄 수 없는 수준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실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 구술을 하시면서 0

점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6) 만일 다른 일정이 있어 채점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하실 경

우, 한 수험자 답안을 채점하던 중에 채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
서 녹음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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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출제 문항과 예시 답안

 

[예시 답안]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처음에는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면 결국은 바위를 뚫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어떤 성공

이나 실패도 오랜 시간 지속된 작은 습관으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많

다. 매일 꾸준히 반복된 습관이 내 매일의 생활을 바꾸고, 결국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

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어떤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려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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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이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는 많

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좋은 습관을 유지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좋은 습

관이 몸에 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실천을 매일 세우

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최종 목표에 가까운 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기준치를 내려 간단한 일부터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하루에 3L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매일 아

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습관을 조금씩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다보면, 점차 목표인 3L에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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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수험자 답안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거나 채점 기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매길 때, 수험자 답
안에서 채점 근거를 찾아 사고구술로 함께 언급하며 채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답안

습관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그 사람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습관은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습관을 보면서 성장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집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나 책을 많이 읽는다

고나 여러가지 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좋다고 하는

습관들을 일반적으로 귀찮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은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 불린다. 못하는 것을 습관적으

로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

좋은 것을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할 때까지 해야 한다. 아니면 친구나 가족들에게 선언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한달 정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습관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 싶다. 습

관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해야 습관이 아닌 것 같다.

평가 범주 채점 기준 (배점)
전혀 
아니
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내용 및 
과제 수행

(12점)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4점) (× 0.8) 1점 2점 3점 4점 5점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4점) (× 0.8) 1점 2점 3점 4점 5점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4점) (× 0.8) 1점 2점 3점 4점 5점

글의 전개 구조
(12점)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4점) (× 0.8) 1점 2점 3점 4점 5점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4점) (× 0.8) 1점 2점 3점 4점 5점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
적으로 연결하였는가? (4점) (× 0.8) 1점 2점 3점 4점 5점

언어 사용 
(20점)

다양성
(10점)

문법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어휘를 풍부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정확성
(10점)

문법의 사용이 정확한가?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어휘, 맞춤법의 사용이 정확한가?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사회 언어학적 
기능 (6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6점) (× 1.2) 1점 2점 3점 4점 5점

채점 과정 보고 피드백용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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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채점 기준의 기술어(descriptor)

내용 및 과제 수행 범주

5점

수준 주어진 과제를 매우 충실하게 다룸. 주제와 매우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

게 표현함.

4점

수준 주어진 과제를 비교적 충실하게 다룸. 주제와 비교적 관

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3점

수준 주어진 과제를 보통 수준으로 다룸. 주제와 보통 수준으

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보통 수준에

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2점

수준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다루지 못 함.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

현하지 못 함.

1점

수준 주어진 과제를 전혀 충실하게 다루지 못 함. 주제와 전

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전혀 풍부하

고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 함.

글의 전개 구조 범주

5점

글의 구성이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임. 글의 내용에 따라 단

락 구성이 매우 잘 이루어짐.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함.

4점

글의 구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논리적임. 글의 내용에 따라 단

락 구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짐.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

화 표지를 비교적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구성함.

3점
글의 구성이 보통 수준으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짐.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짐.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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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보통 수준으로 사용하여 글

의 조직을 구성함.

2점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이지 않음. 글의 내용에 따라 다

락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 함.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지 못 함.

1점

글의 구성이 전혀 명확하고 논리적이지 않음. 글의 내용에 따

라 단락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함.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글을 전혀 조직적으로 구성하지

못 함.

언어 사용 범주

5점

수준 문법을 매우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함. 어휘를 매우 풍

부하고 적절하게 사용함. 문법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함. 어휘

및 맞춤법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함.

4점

수준 문법을 비교적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함. 어휘를 비교

적 풍부하고 적절하게 사용함. 문법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

함. 어휘 및 맞춤법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함.

3점

수준 문법을 보통 수준으로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함. 어휘

를 보통 수준으로 풍부하고 적절하게 사용함. 문법을 보통 수

준으로 정확하게 사용함. 어휘 및 맞춤법을 보통 수준으로 정

확하게 사용함.

2점

수준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함. 어휘를 풍부하고 적절

하게 사용하지 못 함.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 함. 어휘

및 맞춤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 함.

1점

수준 문법을 전혀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함. 어휘를

전혀 풍부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함. 문법을 전혀 정확하

게 사용하지 못 함. 어휘 및 맞춤법을 전혀 정확하게 사용하

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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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어학적 기능 범주

5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매우 격식에 맞게 글을 씀.

4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비교적 격식에 맞게 글을 씀.

3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보통 수준으로 격식에 맞게 글을

씀.

2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쓰지 못 함.

1점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전혀 격식에 맞게 글을 쓰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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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ater Factors 

of the Korean Writing Performance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raters 
shown in the scoring results of the Korean writing evaluation and to 
analyze the language protocol of the raters in the grading 
performance to identify the factors of the raters.
 Existing findings on the background factors of the raters can 
ensure the validity of the explanation when the specific scoring 
situation is considered through the scoring process of the rater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properly interpret the background 
factors and their effects when the scoring authority can explain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how the scoring method was applied 
and based on this determined. In this process, there ar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raters that affect them during 
scoring performance, apart from the background factors of the 
raters. In this study, we distinguished it from the background 
factors of the raters, and we also tried to determine how the 
factors affect the scoring results by analyzing the language protocols 
of the raters. To this end, we design an integrated method study 
us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Multifaceted Lash Model (MFRM) 
and the language protocol analysis (VPA) for the grading process of 
the raters, which can interpret the scoring results of the raters.
 Chapter II discusses the interventional nature of the scoring factors 
in the writing evaluation after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language writing evaluation and the factors involv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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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evaluation.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 we constructed 
a hypothetical scoring intervention process model in the writing 
evaluation, and discussed that the scoring was the subj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riting answer and the grading criteria. 
Next, we construct a theoretical model to illustrate the grading 
process of the write evaluation raters. This is a hypothetical model 
of how the multiple variables involved in scoring affect writing 
according to the writing evaluation scorer's cognitive process, and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coding and analysis of scoring 
language protocols. In this regard, we presented a cognitive process 
model of a writing evaluator based on the concept of a phenotype in 
cognitive linguistics, and the writing evaluator observed that the 
scoring was performed in two phases: image 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examiner's writing answer and score 
determination. 
 Next, in order to examine the grading process of raters in the 
context of specific Korean writing assessments, the question of free 
writing assessment for middle and advanced learners was first 
devised. Since then, five Korean learners from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and undergraduate departments of Korean 
universities have been recruited to collect Korean writing answers. 
In addition, evaluation job openings were selected to grade 
examinees' writing answers, and scoring criteria tables were 
produced using analytical scoring methods and 5-point Likert scales. 
In addition, by describing descriptors, the scoring criteria were 
completed for the raters of this study. 
 For the collection of grading data, six Korean language teachers 
working at university institutions were assigned assign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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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ng data were collected. Scores' experience was three in one to 
two years, two in four to five years, and one in ten years or more, 
and a completely cross-sectional grading was performed on 10 test 
takers' writing answers as proposed by the main school. A total of 
660 scoring results were collected, as the scoring baseline provided 
to the raters consisted of 11 scoring criteria corresponding to a 
total of four evaluation categories. For an integrated analysis of the 
data, the raters performed scoring and at the same time performed 
Verbal Protocol Report (VPR: Ericsson & Simon, 1993), which 
collected approximately 10 hours and 45 minutes of recording. The 
recording materials were all transcribed and coded in a suitable form 
for the analysis of scoring impact factors.
  Prior to the analysis of the scoring interaction factors in the 
writing evaluation grading process, the scoring impact was first 
identified through MFRM analysis to interpret the scoring result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MFRM analysis and specifying where 
additional qualitative analysis is required: 
 First, the severity of the raters was all reported to be within the 
normal range. MFRM analysis of the overall scoring of the group of 
raters and individual levels did not report anything particular about 
rigo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n additional analysis of the 
severity of the raters will be needed for each more detailed scoring 
situation, rather than looking at the overall scoring.
 Second, in the consistency of the raters, R04 was reported as a 
tolerance mean enhancement (Infit MnSq) value of .74, and the 
tolerance standardization value (Infit ZStd) was reported as -2.3 
and classified as a scoreer that tends to overfi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aters' tendency to overfit is due to a var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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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so further qualitative discussion is needed as to what the 
raters' results show to be overfit.
 Third, based on information on the Rasch measurement of MFRM, 
the residual of R06 was found to be .1, with the largest difference 
between observation and adjustment scores. Large residuals suggest 
a large impact on the raters, and the overall consistent scoring of 
R06 was found to be 1.12, so it can be estimated that R06 made a 
large error due to the scoring factor in a particular scoring situation.
 Fourth, similarly, based on information on Rasch measurements in 
MFRM, the residual between the Scorer's Observation Score and the 
MFRM's Adjustment Score is also expected to be reported as .08 
resulting in significant Scorer impact. The overall scoring of R03 
was the most average among the raters, and the overall consistent 
scoring was also found to be .92.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R03 also experienced errors due to scoring factors under certain 
scoring conditions.
 Fifth,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using subjective scale scores, 
such as randomness and halo,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xocompatible mean square values of each scale score by score by 
score by score by score by score by score by score by score by 
R01 (1.5), 3 (1.4), and 4 (1.5) respectively. Additionally, 4 points 
(1.3) of R02 and 2 points (1.3) of R03 were also reported to have 
poor reliability in scale score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verify this through qualitative discussions that examine 
the language protocols of the raters in the grading process, focusing 
on the utilization situation of the scale scores.
 Sixth,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tendency of the individual level 
of the raters, the ratio of the scale score utilization by the r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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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tted mean square value by scale score were high, with 
R01 being 3 points (31%) and 4 points (40%), which is likely to 
show concentration tend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confusion 
has emerged in the utilization of scale scores of R01. R04 is likely 
to have concentrated tendencies at 2 points (.6) and 4 points (.7), 
with the proportion of scale score utilization also at 2 points (17%) 
and 4 points (31%), which is expected to concentrate on 4 points 
utilization. At 4 points (7.7) of R03, the possibility of an intensive 
tendency has been reported, with 17% of scale score utilization. 
Specifically, to determine what contributed to the utilization of these 
scale score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corer's language protocol 
for scoring situations is required.
 Seventh, checking the tolerance of the scoring criteria used by the 
raters to identify the concentration tendency at the group level of 
the raters showed overfitting trends in C03 (.81), C08 (.89), C06 
(.88), C05 (.94), and C10 (.95). Among them, 2 points (6.6) and 4 
points (4.4) of C03 showed a tendency to concentrate on the group 
level in utilizing 5 points (6.6) of C10.
 Eighth, we present MFRM analysis results for biased scoring of 
raters. It is a case in which the test taker scored biasedly on both 
test takers, grading criteria, and five, three, and two cases were 
reported, respectively. 
 Next, qualitative analysis of the reported scoring effects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FRM analysis on the above 
scoring results. Scorer protocol analysis (VPA) was conducted for 
each situation to examine the scoring performance patterns of the 
Scorer on each Scorer's impact, and to analyze the Scorer factors 
that caused that aspect. To this end, first, thought oral data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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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ng process were collected along with the grading result data at 
the time of grading, which was collected in the form of a language 
reporting protocol and transcribed into text. Transcribed text was 
segmented and segmented and coded according to the scoring 
process step-by-step coding scheme. Additional protocol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scoring factors according to the aspects of 
the scoring performance.
 Scorer language protocol analysis results in the report of Scorer 
recognition style factors that affect Scorer's lack of Scoring 
Consistency, which are tied to recognition, Mechanical Scoring 
Evidence Application Style, and Strict Scoring Style for high-level 
examinees. Next, cognitive style factors to avoid median values 
were reported as scoring factors affecting concentrated tendency, 
and cognitive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reported as scoring 
based on persistence on compensatory scoring and poor scoring 
criteria application. Scorer factors affecting halo were reported in 
the scoring schema of sensitivity to language-use categories, and 
scoring-related schema factors of preference for scoring load 
gravity factors and writing answers were reported as the scoring 
factors affecting biased scor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language protocols on 
cognitive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such raters, Chapter 장
discussed for the education of raters in Korean writing evaluation. 
The discussion for the education of the raters was divided into 
discussions on background factors of the raters and discussions on 
cognitive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rater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writing evaluation, g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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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grading process, multi-faceted rash model, thinking syntax, 
grading, grad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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