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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확한 자기평가는 약점과 강점을 구분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든다

는 점에서,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글쓰기 학습에서도 예외

가 아니다.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된 만큼, 사람들은 자기평가를 

통해 글을 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신이 쓴 글과 목표하는 글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평가해야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글

쓰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구체적인 기

준에 비추어 자신의 글을 평가할 때, 글쓰기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스스로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수업에서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를 평가한 뒤에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좋은 

글과 그렇지 않을 글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채점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피드백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글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시에, 동료를 잘 평가할수록 자신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와 같은 가설을 실제로 검증한 연구는 없

었다. 

 본 연구는 서울의 한 종합대학교 전공과목 수업의 자료를 분석하여 동료평

가 뒤의 자기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매주 동료 4명의 글을 평가한 뒤 자신의 글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업의 학생들이 평가한 과제 중에서 짧은 주장문 과제와 긴 중간보고서 과

제를 활용하였다. 이 두 과제는 글의 길이, 평가 기준, 그리고 척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가 경향이 일반화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두 과제에서 타인평가 점수, 동료평가 

점수, 자기평가 점수, 전문가 점수를 구했는데, 여기서 타인평가 점수는 학

생들이 동료의 글에 준 점수를, 동료평가 점수는 학생들이 동료에게 받은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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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두 과제에서 동료평가의 정확성과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살펴보

았다.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정확성은 학생이 평가한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상관으로 정의되었다. 분석 결과, 두 과제 모두에서 동료평가 점수는 

전문가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평가

점수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반면,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예상과 다

르게 모든 과제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 확인했다. 이 연관성을 보기 위해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가의 차

이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했다. 타인평가의 차이점수는 학생들이 각 동

료를 평가한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평균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자기평가

의 차이점수는 전문가 점수와 자기평가 점수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를 의미

한다. 각각의 차이점수가 작을수록 동료 혹은 자신의 글을 전문가와 유사하

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주장문 과제에서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동료평가 뒤에 이루어진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실제로 확인하고, 

동료평가와 자기평가 간의 연관성을 최초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에서는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평가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주요어 : 글쓰기, 동료평가, 자기평가, 평가의 정확성

학  번 : 2020-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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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일찍이 제자백가 시대의 사상가인 손자는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능력을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 : 상대를 알고 자신도 알면 백 번 싸

워도 위태롭지 않으나)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 상대를 알지 못한 채 자신

만 알면 승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모

르면 모든 싸움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손자의 가르침은 정확한 평가가 전투의 성패를 가르는데 매우 중요함을 보

여준다. 정확한 평가는 비단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자신에 대한 평가는 배우고자 하는 영역에서 개인의 성취와 밀접

한 연관성이 있다(Andrade, 2019). 학생들은 정확한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

의 약점과 강점을 구분하여, 약점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숙달에 이를 수 

있다(Thiede, 1999; Thiede et al., 2003). 또한 정확한 자기평가는 교사의 평

가 없이도 학생이 스스로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평생

학습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다.

 글쓰기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역량일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리포트, 

업무 보고서 등의 다양한 글을 써야 한다. 글쓰기가 핵심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아마존의 중역회의에서는 파워포인트 

대신 6쪽 짜리 보고서를 읽은 다음 이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한

다(조진형, 2019). 글을 잘 쓰지 못하면 중요한 직책으로 승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글쓰기는 물론 글쓰기를 배우는 데도 자신의 글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Cresswell, 2000). 글을 점검하

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글과 자신의 글 사이에서의 괴리를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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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Hacker, 1994). 이 괴리를 인식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

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더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

다. 실제로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자신의 글을 평가할 때 글쓰기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Andrade & Boulay, 2003; 

Andrade et al., 2008; Birjandi & Siyyar, 2010; Andrade, 2019).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기평가와 실제 수행 사이의 

상관은 평균 0.29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Zell & Krizan, 2014). 이처럼 사람

들이 스스로를 잘 평가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동료와 비교했을 때 자신을 평

균 이상으로 과대평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Cross, 1977; 

Weinstein, 1980; Dunning et al., 2004).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한 가지 원인은, 사람들이 특정 영역에서 

수행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쓰

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잘 구성된 글과 그

렇지 못한 글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Graham & Harris 

2000; Harris et al., 2010). 특히 교육 장면에서는 주로 외부적인 채점 기준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기평가가 더욱 까다롭다. 학생들이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 교사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기준을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평가를 할 때는, 자신을 높게 평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개입한다(Brown & Rogers, 1991; Duval & Silvia, 2002; 

Harris & Brown, 2018). 이 동기로 인해 사람들은 채점 기준을 자신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과대평가 한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을 어렵다. 따라서 학

생들이 글쓰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잘 평가하게 만들기 위해

서는, 수업 안에서 추가적인 훈련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글을 평가하는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채

점 기준을 바탕으로 동료의 글에 점수를 주고 피드백을 제공한 뒤에,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글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Reinholz(2016)에 따르면 동료의 과제를 평가하는 활동이 자기평가에 기여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달리 동료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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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글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에서도 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동일한 과제에 

대한 모범사례와 실패사례를 모두 접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질을 가진 여러 

개의 글을 접할 때, 글의 질을 판가름하는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Lin-Siegler 등(2015)에 따르면, 모범사례만을 분석했던 집단보다, 좋은 글과 

나쁜 글을 모두 분석했던 집단이 평가 기준을 더 깊게 이해했고, 자신의 글

에서 약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했다

 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 동료의 글을 평가하는 과정이 자신

의 글만을 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편향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학생들이 동료들의 글을 평가한 후에 자신의 글을 교사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교사가 모든 학생의 글에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피

드백을 제공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동료의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

도, 채점 기준을 스스로 습득하고 자신의 글에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글쓰기 학습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료의 글을 평가한 뒤에 자기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탐색되지 않았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자신의 시험지

를 평가한 집단과 동료의 시험지를 평가한 집단을 따로 나누어 평가양상을 

보거나(Sadler & Good, 2006), 자기평가 뒤에 동료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각

각의 평가 양상을 보여줄 뿐이었다(Mowl & Pain, 1995). Cho 등(2010)에 따

르면 학생들은 동료를 평가하고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을 모두 거치

고 자기평가를 했을 때, 자신의 글을 동료의 관점과 더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의 글에 피드백

을 주는 과정만 거쳐도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료들의 글을 평가하고 자신의 글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자기평가

의 특성은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매주 동료

의 글을 평가한 다음,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수업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했

다. 이 자료에서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여러 평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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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동료들의 글을 평가한 뒤에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 상

황에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자기평가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동료들의 글을 평가한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

하는가? Reinholz(2016)의 연구는 동료들의 글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 과정에서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개선된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본 

연구에서도 동료를 평가한 경험이 자기평가의 정확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수업 상황에서 동료

평가의 정확성을 알아본 뒤,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둘 째, 동료들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정도와 개인이 자신의 글을 정확

하게 평가하는 정도가 연관되어 있는가? 선행연구에서는 동료의 글에서 결

함을 찾아내면서, 자신의 글에 존재하는 동일한 결함을 찾을 수 있다고 주

장한다(Black et al., 2003; Reinholz, 2016). 이 주장은 개인이 동료의 글에서 

결함을 잘 찾아낼수록, 즉 동료의 글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수록, 자신의 

글 역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정도가 동료들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3 연구 가설

 본 연구가 예상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평가 뒤에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에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

타날 것이다. 여기서 평가의 정확성은 전문가의 평가와 유사한 정도를 의미

한다. 동료평가의 경우, 여러 동료가 특정 글을 평가한 점수의 평균은 전문

가의 평가에 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다(Cho et al., 2006; Jeffery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는 수업 상황에서도 동료평가가 전문가 평

가와 유사하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가 반복 검증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한 자기평가 역시 동료들을 평가한 경험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의 글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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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평가할 것이다. 동료의 글을 잘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글이 좋은 글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글 역시 해당 기준에 비추

어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Kruger와 

Dunning(1999)의 연구에서도 자기평가를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은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해, 동료 역시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두 평가의 방향이 공통의 기제에 의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자신의 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1.4 연구 의의

 본 연구를 통해 동료평가가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전제를 검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정확하게 평

가하는 정도와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정도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인위적인 실

험실 상황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평가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업 상황에서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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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학습에서 자기평가의 중요성

 평가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을 둘러싼 상

황에서 기회와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쇼핑을 할 때, 가게에서 물품의 문제점을 파악하

지 못하면 돈을 낭비할 수 있다. 혹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

가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원하던 인재를 

얻을 수 없다. 이처럼 평가는 실생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 정책을 도입하는 등 실제로 

실행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의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주용, 2016). 

 평가는 학습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야 이후 어떤 내용을 어떻

게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 실패라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를 일반적으로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라고 한다(Harris & Brown, 

2018). Black과 William(1998)에 따르면 형성 평가는 자신의 현재 수준과 목

표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는 과정과, 그 괴리를 좁히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해 행동을 취하는 과정 두 가지가 핵심이다. 형성 평가는 학생들에게 학습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목표와 학습 상황의 괴

리를 인식하게 만든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는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해 자신의 학습 방식 혹은 가르치는 방식을 조정한다. 

 형성평가는 학습이 끝나기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이 공식적인 성적

을 받기 전에 학습 행동을 목표에 맞춰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lack 등(2003)에서는 광범위한 문헌들을 개관하여, 형성 평가를 이용한 교

육 방식이 전통적 학습 방식에 비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육 장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일

차적으로 교사가 형성 평가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학

생 스스로가 학습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학생이 자신의 현재 학습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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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고 필요한 학습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교사의 평가에 의

존하지 않고도, 학생들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면서 글쓰기, 수

학, 시험 등에서 자신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Andrade & Bodulay, 

2003; Sadler & Good, 2006; Birjandi & Siyyar, 2010). Andrade(2019)에 따르

면, 형성평가로서 자기평가를 시행한 20개의 연구와 2개의 메타분석 연구에

서 모두 자기평가와 학습 성과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평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습에 도움을 준다. 먼저 

자기평가는 많은 연구에서 자기 조절 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Falchikov & Boud, 1989; Andrade & Valtcheva, 2009; 

Kostons et al., 2012; Harris & Brown, 2018). 자기 조절 학습은 스스로 학습

을 계획하고, 학습 행동을 하고, 학습 행동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Zimmerman, 2000). Harris와 Brown(2018)에 따

르면 자기평가 과정은 자기조절 학습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 계획 과정에서는 설정한 목표가 자신에게 적절

한지를, 학습 행동 과정에서는 학습 전략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인지

를, 평가단계에는 학습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자기평가는 다음에 이어지는 학습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

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할지, 어떤 학

습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한다.

 자기 평가가 자기 조절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Brookhart et al., 2004; Andrade et al., 2008; Alonso-Tapia & Panadero, 

2010). Thiede 등(2003)에 따르면 자신의 학습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재학습 단계에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더 많이 선택하여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자기평가를 정확하게 했

던 집단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약점

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시험에서 학습 내용에 대

한 이해도가 더 높았다. 이처럼 자기평가는 학습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설

정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하게 만든다.

 둘째로, 정확한 자기평가는 지적 겸손함(intellectual humility)에 이르는 통로

이다. 지적 겸손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인지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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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개념이다(Porter & Schumann, 2018).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

식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학습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Porter 등(2020)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지적 겸손함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자신이 처음에 실패했던 문제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고, 더 배우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실패했던 문제에 더 많이 다시 도전

하였다. 지적 겸손함이 높을수록 실패했던 문제에 다시 도전하는 경향은  

성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났다. 실패에도 학습을 지속하

고,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선호하는 학습 행동이 성취 

수준과 선형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Robins & Pals, 2002; Burnette et 

al., 2013), 지적 겸손함은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위와 같은 학습행동이 

이전에 있었던 실패를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는 사람들이 일생동안 배울 거리를 찾아 학습을 지속

하는 평생 학습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 평생 학습시대에, 사람들은 경쟁력

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여러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있다. 광범위한 문헌 

연구에 의하면, 평생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자기 조절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이다(Lüftenegger et al., 2012). 자기평가는 수시로 학습과

정을 관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면서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을 뒷받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평가는 현실적

으로 학교 밖에서 전문적인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Harris와 Brown(2018)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평가를 통해 언제 어

디서든 필요한 피드백을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기평가는 외부에

서 주어지는 피드백보다 이해하기 쉽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평가를 통해 사람들은 지도해주는 상급자 

없이도 학습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원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식수준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자기 평가의 정확성은 보통 자기 평가와 자신의 실제 수

행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 사이의 상관으로 정의된다(Zell & Krizan, 

2014). 객관적인 지표로는 시험 점수나 상급자의 평가가 있다. 스포츠, 학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22개의 메타분석 연구를 통합한 결과, 자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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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실제 수행 사이의 상관계수는 평균 0.29로, 보통 수준이었다(Zell & 

Krizan, 2014).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정확하

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업 능력만을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

평가와 실제 수행 사이의 상관계수가 평균 0.21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Hansford & Hattie, 1982). 

 자기 평가가 부정확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

으로 관대하게 평가한다는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Dunning et al., 

1989; Dunning et al., 2004; Kruger & Dunning, 1999). 예컨대, 대학생들은 

자신이 졸업 후 직장과 집을 가지고, 초봉을 $15,000이상으로 시작할 확

률이 동료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다(Weinstein, 1980). 

대학 교수들 역시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겼

으며, 68%는 자신이 가르치는 데 있어 상위 25% 안에 든다고 여겼다

(Cross, 1977). 

 이처럼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Dunlosky와 Rawson(2012)에 따르면 자신의 이해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지식을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데 실패한다. 자신의 이해에 과잉확신

을 가졌던 집단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했다고 착각하여 부

족한 부분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지

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약했던 학습자는 처음에 실패했던 문제에 도

전하려 하지 않았다. Porter 등(2020)에서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

록 유도했던 집단은 지적 겸손함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집단보다 실패했던 

과제에 다시 도전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는 학

습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

나로, 개인의 역량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특정 영역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Boud & Falchikov, 1989; Langendyk, 2006, Sadler & Good, 2006). Kruger와 

Dunning(1999)에 따르면 논증 시험에서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은 실제로 

12%의 동료들보다 잘했으면서, 자신이 62%의 동료들보다 시험을 잘 봤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상위 25%의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점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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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수보다 더 낮게 예측했다. 위와 같은 경향은 문법 시험, 유머 평가 

등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하위 수준의 사람들은 논증 훈

련을 받고 나서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줄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과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해당 과제를 잘하게 만들어

야 한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둘째, 과제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면, 자기평가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 과제에서 잘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

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

이다. 이것은 평가대상이 되는 과제가 모호하거나 복잡할수록 자기 평가의 

정확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Zell & Krizan, 2014). 

Dunning 등(1989)에 의하면 사람들은‘섬세한’과 같이 모호하면서 긍정적

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특성을 평균 이상으로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시간 엄수’와 같이 모호하지 않은 특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는, 자신을 평균수준으로만 평가했다. 이것은 어떤 특성에 해석의 

여지가 많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해당 특성을 정의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평가를 잘 하려면, 외부의 채점기준과 예시

로부터 좋은 결과물과 나쁜 결과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적용해야 한다(Harris & Brown, 2018). 

 마지막으로, 자기평가에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개입

한다. Boekaert(1997)에 따르면 자기조절 학습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수준의 향상이고, 두 번째는 자아의 보호이

다. 후자가 전자를 방해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기를 

꺼려해 자기평가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 자기평가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기평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은 자기 고양 편

파(Self-serving bias)라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 고양 편파란 성공

은 자신의 덕으로, 실패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의미한다. Brown과 

Rogers(1991)의 연구 결과, 실패 뒤 느끼는 불편함으로 인해 신체적 각성 정

도가 높았던 집단은 각성 정도가 낮았던 집단에 비해 실패의 원인을 과제의 

난이도에서 더 많이 찾았다. 반면 성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신체적 각성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능력을 성공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성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안정적으로 귀인하고, 불편함을 느낄수록 실패를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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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조장한다. 

글쓰기에서 자기평가의 어려움

 위에서 논의한 연구결과는 학습에서 자기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

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글을 쓰거나 

글을 쓰는 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글쓰기는 기업과 학문영역에서 요

구되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19년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성인 

2,046명 중 76.4%가 국어능력을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다(잡코리아, 2019). 이 

조사에서 국어능력이 경쟁력임을 체감하는 순간을 뽑게 했을 때,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25.8%)’와 ‘보고서/과제 등 문서를 작성

할 때(22.8%)’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서 3위, 4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도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신입생에게 글쓰기 평가를 시행한 결과, 

32.1%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장현주, 2018). 이것은 

상대적으로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공계 신입생만의 문제는 아

니다. 2019년에 서울대 인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 평가를 시행

했을 때도, 총점은 100점에서 61점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낙

제율은 31%에 달했다(김희래 & 문광민, 2019). 따라서 전공에 관계없이 학생

들이 글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 학습에서도 자기평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을 잘 쓰기 위

해서는 글을 쓸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모아 글을 조직하며, 글을 쓰는 과정

을 평가하는 자기 조절 학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Hayes & Flower, 1980; 

Graham & Harris, 2000). 사람들은 자신의 글쓰기를 점검하면서, 자신이 의

도하는 글과 자신이 쓰고 있는 글 사이의 괴리를 인식할 수 있다(Hacker, 

1994). 자기 평가를 통해 이 괴리를 인식할 때, 자신의 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고,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

다. 반대로 자신의 글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면, 글쓰기에 적합한 

목표와 전략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Hayes & Flower, 1980).

 그러나 글쓰기에서도 자기평가는 어려운 일이다. Cho 등(2010)에 따르면 능

숙한 저자는 자신의 글에서 한계를 잘 파악하고, 관중이 자신의 글을 어떻

게 보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숙한 저자는 자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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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단어나 철자 등의 지엽적인 부

분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글쓰기에서 자기평가가 어

려운 것은 각자가 의도하는 이상적인 글이 불분명해, 좋은 글의 기준을 모

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좋은 

구성을 가진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구분하기 어려워한다(Graham & Harris, 

2000; Harris et al., 2010). Patchan과 Schunn(2015)에 따르면, 글쓰기 능력이 

높은 사람은 좋은 글에 비해 나쁜 글에서 더 많은 약점을 찾아냈지만, 글쓰

기 능력이 낮으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글에서 좋은 수행과 나쁜 수행을 구분하는 능력

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문제는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명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호하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마다 좋은 글이 갖춰야 하

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므로 자신의 글을 제 3자의 

관점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교육 장면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기준을 설정하는데, 학생들이 이 기준을 이해

해야 정확하게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과 이 기준

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가지기 어렵다(Harris & Brown, 2018). 자아 보호의 

측면에서도, 글쓰기가 시간과 노력을 크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의 글쓰기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할 수 있다.

 이상 소개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잘 평가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에서 동료들의 글을 평가한 

뒤에 자신의 글을 평가하게 만드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수업 상황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동료의 글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이 자기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동료평가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학습 상황에서의 동료평가(peer-assessment)란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과제

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동료평가는 학습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동료의 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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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Tsai & Chuang, 2013), 문제 해결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

다(Çevik, 2015). 또한 동료를 평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학습동기

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도 더 높

은 점수를 받았다(Hwang et al., 2014). Reinholz(2016)에 따르면 글을 쓰고 

동료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 수업(PAR, CPR)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점수와 개념 이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학습 태도 측면에서도,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가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학습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Stefani, 

1998). 

 본 연구는 동료평가가 자기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초

점을 맞췄다. 동료평가의 학습적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는, 동료평가가 상위 

인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Falchikov, 2003; Sadler & Good, 2006)

상위인지(metacognition)란, 외부대상에 대한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Nelson, 1996). 글쓰기의 경우, 글의 조직을 체계화하는 인지 과정에

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지하는 자기평가 과정이 상위 인지에 해당한다. 동료

평가는 자기평가를 도움으로써 상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Dunning 

등(2004)에서도 학습 과정에서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료평가를 제안했다. Harris와 Brown(2018)에서도 

역시 형성평가 과정에서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자기평가가 외부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료평가가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원리는 

Reinholz(2016)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두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 평가 모델

은 과제 수행(task engagement), 동료 분석(peer analysis), 피드백 제공

(feedback provision), 피드백 수용(feedback reception), 동료 회의(peer 

conferencing), 퇴고(revision)의 6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각 활동은 자기

평가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자기평가의 요구사항으로는, 자신이 

과제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목표 인지(goal awareness), 

실제 자신의 수행 수준을 인식하는 자기 인지(self-awareness), 마지막으로 

목표와 실제 수행 수준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격차 줄이기(gap closure)가 

있다. 예컨대 자기인지의 경우,  과제 수행 단계에서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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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결함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퇴고 과

정에서는 동료와 서로 주고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수정하면서, 목

표하는 글과 현재의 글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 평가 모델의 단계 중 동료를 평가하는 단계, 즉 동료의 과제

를 분석하고, 점수를 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가 자기평가의 요구사항

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에 주목했다. Reinholz(2016)에 따르면 동료에 대한 

평가는 자기평가의 세 가지 요구 사항 중 특히 목표 인지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과 달리 동료의 수행은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더 객관적으로 

그 수준을 인식할 수 있다(Black et al., 2003). 이를 통해 동료를 평가할 때

는 자신만을 평가했을 때는 감지하지 못했던 글의 결함을 알 수 있다. 이 경

험을 통해 자신의 글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결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료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채점 기준을 깊게 이해하게 만

들면서 목표 인지에 기여할 수 있다. 정확한 자기평가를 위해서는 채점기준

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Brown & Harris, 2018). 이것은 교사가 채점 기

준표를 통해 학생들의 수행에서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기 때문이다(Andrade, 

2000). 사람들은 채점 기준과 자신의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교사가 자신의 

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동료평가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글의 수준을 상세하게 기술한 채점 기준표를 제공받으면서 글

의 목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면 

채점 기준을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은 이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자신의 글에도 해당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만든다(Cho & Cho, 2011). 동료의 글을 채점 기준과 비교하면, 

채점 기준을 만족시키는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더 쉽게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동료를 평가하면서 

과제가 갖춰야 할 우수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To & Panadero, 2019). 

 이처럼 예시를 활용해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것은 글쓰기 수행을 향상시킨

다. 예시 글에서 좋은 글의 특성을 뽑아 보고 채점 기준에 따라 자신의 글을 

평가했던 집단은, 예시 글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보다 글을 더 잘 썼다

(Andrade et al., 2008). 또한 Cho와 MacArthur(2011)에 따르면, 동료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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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집단은 동료의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한 집단보다 글

쓰기 수준이 더 높았다. 두 집단은 예시를 통해 채점 기준표를 적용하는 훈

련을 받았으므로, 모두 글의 채점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두 집

단이 글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Patchan과 Schunn(2015)에 따르면 

읽기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해를 목적으로 동료의 글을 읽으면 이

해에 거슬리지 않는 한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동료

의 글을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읽게 된다. 따라서 몇 가지 예

시를 읽는 활동보다, 동료를 직접 평가하는 활동이 좋은 글에 대한 성찰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동료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동일한 과제에서 동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모범사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Cho & 

MacArthur, 2011; Patchan & Schunn, 2015; Patchan et al., 2016). 좋은 글과 

나쁜 글을 대조하면, 비슷한 종류의 글을 평가할 때보다 어떤 요소가 글에 

필요한지 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Lin-Siegler 등(2015)에 따르면 채점 

기준에 따라 좋은 글과 나쁜 글의 예시를 분석하고 토론했던 집단이, 모범

사례만을 분석했던 집단보다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예시를 더 많이 썼다. 

또한 모범사례를 분석한 집단은 좋은 글에 해당하는 예시를 더 많이 작성한 

반면, 대조되는 사례를 분석한 집단은 나쁜 글에 해당하는 예시를 더 많이 

썼다. 대조과정을 통해 글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형태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자 집단은 후자집단에 비해 자신의 글을 더 정확하게 

평가했으며, 이후에 글을 더 잘 썼다. 이처럼 상반되는 글을 비교하는 활동

은,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Braaksma et al.(2004)에서도, 좋은 글쓰기 모델과 나쁜 글쓰기 모

델을 관찰하고 그 차이를 설명했던 집단은, 글쓰기 모델을 관찰하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메타 분석 행위를 더 많

이 했다.  

 더 나아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과제 수행 단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

행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은 동료의 글에 코멘트를 작성할 때, 

글에 왜 그런 점수를 부여했는지를 채점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야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은 개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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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불완전함을 인지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한 과대평가를 줄인

다(Fernbach et al., 2013; Johnson et al., 2016). To와 Panadero(2019)에서도, 

학생들이 동료에게 자신의 코멘트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

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설명하는 

활동은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Renkl et al., 1998; Chi 

et al., 1989; Conati & Vanlehn, 2000). 실제로 동료들의 글에 점수와 함께 

코멘트를 제공한 집단이, 점수만 부여한 학생들보다 글을 더 잘 쓸 수 있었

다(Wooley et al., 2008). 이것은 사람들이 동료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을 제공할 때, 해당 문제를 인식하기만 했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글쓰기에서 동료에 대한 평가가 자기평가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동료의 글을 평가하는 

활동이 글쓰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나타나 있다

(Althauser & Dornall, 2001; Wooley et al., 2008; Cho & MacArthur, 2011). 

글쓰기와 피드백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외부에서 

받은 피드백이 글쓰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Kulik & Kulik, 

1988).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피드백 제공이 오히려 피드백 수용보다 

더 글쓰기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undstrom와 

Baker(2009)에서, 제 2외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동료의 

글을 평가만 하는 집단과, 동료로부터 평가만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이 학생들의 첫 주와 마지막 주의 글쓰기 시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평가

를 제공한 집단은 평가를 받은 집단보다 글쓰기 수준을 더 크게 향상시

켰다. 

 동료에게 제공하는 코멘트의 특성을 통해서도, 평가 경험이 평가받는 경험

보다 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Cho와 Cho(2011)에 따르면 학

생이 동료의 글에 제공했던 코멘트의 특성이, 동료로부터 받았던 코멘트의 

특성보다 글쓰기 수준을 더 잘 예측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동료의 약

점과 강점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할수록 글쓰기 수준이 향상되었다. 반면 동

료에게서 받은 피드백은 대부분 글쓰기 수준과 상관이 낮았고, 철자 등에 

대한 칭찬은 오히려 글쓰기 수준을 떨어뜨렸다. Zong 등(2021)에서도 역시 

동료에게 제공했던 피드백의 질과 양이, 동료로부터 받았던 피드백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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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다 과제의 성취 수준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학생이 제공한 피

드백의 질이, 제공한 피드백의 양보다 더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평가를 통해 수행 수준이 향상된 원인을 동료평가 과정에

서 스스로의 과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Cho et al., 2010; Cho & Cho, 2011; Çevik, 2015). Patchan과 

Schunn(2015)에 따르면, 동료평가가 자기 평가로 이어져 글쓰기 수준을 향상

시키는 원리는 동일 요소 이론(identical element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동일 요소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상황에서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전 학습상황과 새로운 학습상황이 공유하는 요소가 많아야 한다. 피드백을 

제공한 뒤 퇴고를 진행하면, 선행하는 학습상황이 후속 학습 상황과 유사해

진다. 퇴고 과정에는 과제 정의, 문제 탐지, 문제 진단, 퇴고 전략 선택이 나

타나는데, 이 요소들이 피드백 제공 과정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

드백 과정이 자신의 글을 수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미리 연습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료의 글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과

정은 자신의 글의 문제를 인식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평가를 잘 하게 만들고, 

이것이 글쓰기 수준을 향상시킨다.

 Cho 등(2010)에 따르면, 실제로 동료평가 과정에서 자신을 동료와 유사하게 

평가할수록 글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동료를 평가하고 

평가받은 후, 평가에 참여하기 전보다 자신의 글을 동료들의 평가와 더 유

사하게 평가했다. 또한 자신을 동료와 유사하게 평가한 정도와 글쓰기 수준 

간에는 .66으로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동료의 관점과 유사하게 자

신의 글을 평가할수록,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위 연

구는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를 평가한 뒤의 자기평

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평가의 정확성은 보통 전문가 평가와의 유사도로 정의되는데, 이 연구를 통

해서는 동료를 평가한 후에 이루어진 자기평가가 전문가의 평가와 얼마나 

유사한지도 알 수 없다.

 동료를 평가한 뒤 스스로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동

료나 교사로부터 받는 피드백에 덜 의존할 수 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수업 

안에서 글쓰기 교육이 시행될 수 있게 만든다. 글쓰기 교육은 교사가 모든 

학생의 글에서 단점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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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지 못했다(Schunn, 2016). 동료평가는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면서 

수업에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보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Cho와 Cho(2011)에 따르면 학생들은 외부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서 글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글을 쓰고 있는 과정 중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글을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글이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

아들여질지를 예측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검토하고 평가한다면 독자

의 시선을 내면화할 수 있으므로,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도 사전적으로 자

신의 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

백을 제공받기 어려운 정규교육 외의 글쓰기 학습 상황에서 특히 유용할 것

이다. 

2.3 수업에서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의 특성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이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

을 성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쓰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자기평가가 실제로 어떤 양상으

로 나타나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들의 글을 

평가한 다음에 바로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수업상황에서, 자기평가를 중심

으로 여러 평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모델은 Park(2017)에

서 찾아볼 수 있다. Park(2017)는 학생들이 매주 교과 내용 지식을 배우면서, 

글쓰기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제시한다. 글쓰기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은 온라인 동료평가 플랫폼 

ClassPrep에서 주어진 학습 자료를 읽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쓴다. 학

생들은 이 글을 제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시스템 상에서 무작위로 배

정된 다른 동료의 글 네 개를 채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코멘트를 작성한

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는 Park(2017)가 제안한 수업 절차에서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단계를 추가한 수업에서 얻은 자료이다. 이 수업에서 

ClassPrep은 동료 네 명의 글을 모두 평가해야만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단계

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동료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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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자기평가의 특성을 알아보기 이전

에, 우선 수업 상황에서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점수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람들은 동료의 과제보다 자신의 과제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

다. Sadler와 Good(2006)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뒤, 서로의 시험지를 채

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했을 때, 학생들은 동료의 시험지를 교사가 평가

한 점수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 반면, 자신의 시험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평

가한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 특히 교사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이 자신의 시험 점수를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교사에

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동료에 의해 과소평가되었다. 글쓰기 평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신을 동료에 비해 관대하게 평가했다. 

글쓰기의 경우, Mowl과 Pain(1995)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이 자신의 글과 다

른 동료의 글을 평가했을 때, 자신이 준 점수는 동료들이 준 점수보다 더 높

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항상 자신을 동료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Langendyk(2006)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글을 동료에게 

주었던 점수에 비해 더 혹독하게 평가했다. 

 위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과제에 비해, 동료의 과제에 대해

서는 과대평가를 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동료평가의 정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업 상황에서의 동료평가의 정확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평가의 정확성이란, 학생이 평가한 

점수가 교사나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와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

다. 동료평가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평가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양하

게 존재한다(Rushton et al., 1993; Cho et al., 2006; Sadler & Good, 2006; 

Jeffery et al., 2016). Falchikov와 Goldfinch(2000)에서 56개의 동료평가 연구

를 메타 분석한 결과,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평균 

.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동료평가 연구들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14

부터 .99까지로, 넓은 편이었다. 한편 글쓰기 수업에서도 동료평가의 정확성

은 높았다. Cho 등(2006)에 따르면 대학원 수업과 학부생 수업에서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했을 때,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더 나아가 Zhang 등(2020)은 학생들의 언어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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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수업에서도,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가 반복 검증되어 글쓰기에서 동료

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 전문가 점수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 상황은 동료평가의 정확성을 탐색했던 기존의 선

행 연구와 맥락이 다르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동료평가

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Falchikov & Goldfinch, 2000)을 고려하여, 

새로운 맥락에서 동료평가의 정확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탐색할 필요가 있

다.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 상황이 기존 동료평가 연구가 다룬 수업 상황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한 페이지 정

도의 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Park, 2017). 반면 기존 동료평가 연구에

서는 5~18페이지의 글에 동료평가가 진행되었다(Cho et al., 2006; Cho et 

al., 2010). 이것은 학기에 한두 번 정도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존 연구와 

달리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매주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제의 분량을 줄여 학생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었다. 또한 Cho 등

(2006)은 6명의 동료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과 전문가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를 분석했다. 반면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수업 전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당 평가해야 하는 평가 대상자 수가 4명

으로 제한된다. 한 사람이 평가하는 동료의 수가 많을수록 동료평가의 정확

성이 향상된다는 점(Jeffery et al., 2016)을 고려하면, 평가 대상자 수의 제한

은 평가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과제의 분량, 평가 대상자 

수 등이 달라진 맥락에서 동료평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날지 역시 확인

이 필요하다.

 한편,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지를 보여

주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Falchikov와 Boud(1989)에서 45개의 자기평

가 실험 연구를 메타 분석했을 때,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상관

계수는 -.05에서 .82까지로 매우 넓었고, 평균은 .39에 그쳤다. 시험의 경우, 

의과 대학생들은 문제 기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프로그램에서 구두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평가 점수와 실제 시험 점수 간의 상

관이 낮은 편이었다(Tousignant & DesMarchais, 2002). 글쓰기에서도 자기평



- 21 -

가의 정확성은 낮았다. Saito와 Fujita(2004)에서는 대학생들이 글을 쓰고 자

신과 동료의 글을 평가했는데,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의 상관관

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

에서는 .72의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제

공한 평가 기준을 배우고, 샘플 글을 채점하는 훈련을 거쳤음에도 위와 같

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Frye 등(1992)에서는 동일한 학생들이 2년 동안 4

개의 짧은 에세이 시험을 치렀는데, 자기평가에서 과대평가 경향성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반면 글쓰기 상황에서 자기평가가 동료평가보다 더 전문가 평가와 유사했

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Mowl과 Pain(1995)에서 대학 지리 수업 중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했을 때,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의 상관계수는 .22, 자

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31이었다. 또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모두 전문가 평가와의 상관이 높았던 경우도 존재했다. Sadler와 

Good(2006)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 동료평가 점수와 전

문가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0.91,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상관계

수는 0.98로, 매우 높았다. 글쓰기 과제에서도 두 평가의 정확성이 모두 높

은 경우가 존재했다. Stefani(1994)에 따르면, 학생들이 서로의 생화학 실험 

보고서를 평가했을 때,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93,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의 상관계수는 모두 .89이었다. 위 연구에서 자

기평가의 정확성이 높았던 것은, 과학 분야의 실험보고서라는 과제의 특성

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족시켜야 하는 글의 특성이 비교적 분

명하기 때문이다. 

 수업 장면에서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탐색했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학

생들이 자기평가를 하기 전에 추가적인 평가 훈련을 거쳤다(Stefani, 1994; 

Mowl & Pain, 1995; Saito & Fujita, 2004). 특히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높았던 

Stefani(199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채점 기준을 만들었

고, 해당 채점 기준으로 글을 평가했다. 학생이 채점 기준을 생성하는 데 참

여하면,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자기평가의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alchikov & Boud, 1989, Harris & Brown, 2018). 그러나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 상황에서는, 매주 교과 내용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글을 써야 하므로 평가만을 위한 훈련이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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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피드백, 평가 훈련과 같은 개입 없이 동료와 스스로의 글을 평가

하게 된다. 또한 평가 순서상에서도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정확성을 함께 알아보았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기평가 뒤

에 동료평가가 이루어졌다(Mowl & Pain, 1995; Langendyk, 2006). 그러므로 

여러 명의 동료를 평가한 뒤에 이루어지는 자기 평가의 특성은 새롭게 탐색

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동료평가의 정확성과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면, 개인별

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동료

를 평가하면서 자신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Cho & Cho, 

2011; Reinholz, 2016; To & Pandero, 2019)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신

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료의 글에

서 장점과 단점을 잘 찾아낼수록, 글이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글 역시 잘 평가할 수 있다. 

 두 평가의 연관성은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과 동료를 모두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연구(Langendyk, 2006; Kruger & Dunning, 1999)에서 간

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Kruger와 Dunning(1999)의 경우, 문법시험에서 점

수가 낮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시험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고, 동료들

의 시험지 역시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자기평가를 잘 하지 못하는 사

람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알지 못

해, 동료의 시험지 역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동료의 시험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를 평가한 뒤에도 자신의 시험 점수에 대한 과대평

가를 줄일 수 없었다. Langendyk(2006)의 경우, 에세이 시험에서 낮은 점수

를 받았던 집단은, 전문가와 비교했을 때, 자신과 동료의 글에 더 관대한 점

수를 주었다. 이 결과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중 한 쪽 평가를 잘 하지 못

하면, 다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는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한 사람일수

록 자신의 글 역시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

에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평가의 정확성이 비례하여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 또

한 자신을 평가할 때는 동료를 평가할 때와 달리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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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기가 개입한다(Brown & Rogers, 1991; Duval & Silvia, 2002). 동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좋은 글의 기준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

히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자기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다. 특

히 자기평가 점수가 성적에 반영될 때, 학생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연

구 결과가 존재한다(Boud & Falchikov, 1989). 따라서 채점 기준을 인지하고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에 대해서는 이득

이 되는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평가 사이의 연관성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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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서울시의 한 종합대학교 전공과목 수업에 참여한 학부생 63명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매주 수업에서 예습활동으로 글쓰기를 

수행하고, 동료의 글을 평가한 뒤 자신의 글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이 학생

들이 주장문 과제와 중간보고서 과제에서 자신과 동료의 글을 평가한 결과

가 나타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 글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자신과 동료의 

글을 평가하지 않은 학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는 제외하

였다. 그 결과 주장문 과제에서는 38명의 자료가,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는 43

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3.2 도구 

3.2.1 글쓰기 과제

 본 연구에서는 주장문 과제와 중간보고서 과제에서 학생들의 평가 양상을 

보았다. 주장문 과제의 경우, 수업 4주차에 학생들이 주장문을 작성하고 평

가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1~3주차에도, 4주차와 동일한 성격의 주장

문 과제를 동일한 채점 기준 및 채점 척도를 통해 평가했다. 반면 중간보고

서 과제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 5주차에 이 과제를 처음으로 수행하고 평가

했다. 이 학생들의 경우, 수업 1~4주차와 다른 성격의 과제를 수행하고, 다

른 채점 기준 및 채점 척도를 사용했다. 이처럼 비슷한 정도로 평가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과제와 채점기준 및 채점 척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때, 평

가의 경향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첫 번째로 주장문 과제의 경우 학생들은 학습 자료로 주어진 실험심리학 

논문을 읽고, 실험의 비판점과 실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는 글을 작성했다. 학생들이 주장문을 쓸 때는, 2,500글자 이하로 작성해야 

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주장문 과제의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하여 평균 

1,736글자로, 한 페이지 이하의 분량이었다. 중간보고서 과제에 대해서 학생

들은 주장문 조건과 달리 동일한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실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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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했다. 이 때, 중간보고서의 서론 및 방법 부분은 미리 동일하게 제

공되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새롭게 채워야 할 영역은 실험의 결과 및 논

의 부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에서 학생들은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작성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4~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권장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제출된 중간보고서의 글자 수 평균은 2,856글자로, 한 

페이지 반을 넘는 분량이었다. 

 두 글쓰기 과제는 학기말에 받을 성적에 반영되는 비중에서도 차이를 보인

다. 학생들이 1~4주차 수업에서 제출한 네 개의 주장문의 과제 점수는 전체 

성적의 20%로 반영된다. 반면, 중간보고서의 과제 점수는 하나만으로도 전

체 성적의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하나의 중간보고서의 과제 점수

가 하나의 주장문의 과제 점수보다 성적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크다. 두 과

제 점수는 모두 ClassPrep에 의해 계산되며, 글쓰기 점수 60%, 평가능력 점

수 10%, 메타인지 점수 10%, 피드백평가 점수 10%, 퇴고 점수 10%로 이루

어진다. 

3.2.2 채점 기준표

 학생들은 학습 자료가 첨부된 ClassPrep 화면에서 글을 쓸 때와 동료를 평

가할 때 사용할 채점 기준표(rubric)를 제공받는다. 채점 기준표에는 채점 기

준에 쓰이는 점수 척도 및 각 점수가 전체 글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율이 나

타나 있다. 또한 각 점수에 해당하는 글의 수준이 서술되어 있다. 학생과 전

문가 모두 두 과제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글을 평가한다.  

 먼저 주장문 과제를 작성한 학생들의 글은 두 가지 채점 기준에서 4점 척

도로 평가된다. 첫 번째 기준은 ‘제시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이며, 두 번째 기준은 ‘얼마나 잘 쓴 글인가?’이다. 이하 전자의 기준을 

기준1(창의성), 후자의 기준을 기준2(글의 흐름)로 약칭한다.

 중간보고서 과제는 2가지 채점 기준에서 6점 척도로 채점된다. 학생들이 

쓴 중간보고서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장문 과제를 평가할 때와는 다른 

기준이 사용된다. 첫 번째 기준은‘제시된 논의는 얼마나 충실한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주장문 과제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 쓴 글인가?’이다. 

이하 전자의 기준을 기준1(충실성), 후자의 기준을 기준2(글의 흐름)로 약칭

한다.



- 26 -

 표 1과 표 2와 같이, 채점 기준표에서 각 점수는 전체 글에서 발생하는 빈

도를 가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채점 기준표에서 점수의 비율이 의미하는 바

를 배우고, 동료의 글이 전체에서 몇 %에 해당하는 글일지도 함께 고려하여 

채점하도록 요구되었다. 주장문 과제의 경우, 1점은 보통 이하의 점수를 의

미하므로 전체 글의 50%를 차지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2점, 3점, 4점이 

차지한다. 중간보고서의 경우, 주장문의 채점 기준표에서 보통 이하의 점수

를 의미하는 1점을 세분화하여 1점, 2점, 3점의 하위 수준으로 나눴다. 이 

점수들은 각각 전체의 5%, 15%, 30%를 차지한다. 중간보고서의 4, 5, 6점은 

나머지 50%를 차지하며, 주장문 과제의 2, 3, 4점에 대응하는 점수이다. 채

점 기준에 따른 예상 평균은 각 점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 모두 더한 값

으로, 주장문의 경우 1.75점, 중간보고서의 경우 3.5점이다. 

A. 제시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B. 얼마나 잘 쓴 글인가?

1점 (50%) 보통 이하이다. 보통 이하이다.

2점 (30%) 비교적 창의적이다. 비교적 잘썼다.

3점 (15%) 상당히 창의적이다. 상당히 잘썼다.

4점 (5%) 최상급으로 창의적이다. 최상급으로 잘썼다.

표 1. 주장문 채점 기준

A. 제시된 논의는 얼마나 충실한가? B. 얼마나 잘 쓴 글인가?

1점 (5%) 최악으로 부실하다. 최악으로 못썼다.

2점 (15%) 상당히 부실하다. 상당히 못썼다.

3점 (30%) 비교적 부실하다. 비교적 못썼다.

4점 (30%) 비교적 충실하다. 비교적 잘썼다.

5점 (15%) 상당히 충실하다. 상당히 잘썼다.

6점 (5%) 최상급으로 충실하다. 최상급으로 잘썼다.

표 2. 중간보고서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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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차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두 과제를 평가하는 절차는 그림 1

과 같았다. 학생들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ClassPrep에서 주어진 글쓰기 

과제를 수행했다. 이 때 글을 쓸 때와 동료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채점 기준

표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장문 과제의 경우, 약 일주일 동안 주어

진 실험심리학 논문을 읽고 글쓰기 과제를 작성했다. 중간보고서 과제의 경

우, 학생들은 약 한 달 간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모두 시스템 상에서 무작위로 배치된 

동료 4명의 글을 평가했다. 이 때, 학생들은 두 개의 채점 기준에 따라 동료

에 글에 점수를 매기고, 글의 개선 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야 했다. 동료 

4명의 글에 대해 모두 코멘트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글에 점수와 

코멘트를 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 단계는 주

장문 과제의 경우 2일, 중간보고서 과제의 경우 4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졌

다. 이후 두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ClassPrep에서 동료로부터 받은 점수와 

코멘트를 확인하고, 해당 피드백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했다. 마

지막으로, 학생들은 받았던 피드백 등을 종합하여, 퇴고를 작성하고 제출했

다.

과제 제출

채점 기준표  

확인 뒤

글 제출

동료평가

동료 

4명의 글에

점수와 

코멘트 제공

자기평가

자신의 글에

점수와

코멘트 제공

퇴고 

동료에게 

받은 점수 

및 코멘트

평가 뒤

퇴고

그림 1. ClassPrep을 활용한 수업에서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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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 방법

 기술 통계량 계산을 비롯한 모든 통계 분석은 R 프로그램(버전 3.6.3)과 

‘psych’패키지를 사용하였다. 

3.4.1 글 평가 점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별로 타인평가 점수, 동료평가 점수, 자기평가 점

수, 전문가 점수가 존재한다. 타인평가 점수는 선정된 학생이 4명의 동료평

가 대상자에게 준 점수의 평균을, 동료평가 점수는 선정된 학생이 2~4명의 

동료평가자에게서 받은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자기평가 점수는 각 과제

에서 선정된 학생이 자신의 글을 평가한 점수를, 전문가 점수는 2명의 전문

가가 각 글을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각 채점 기준에서의 점수의 

평균을 사용한 선행연구(Cho et al., 2006; Cho et al., 2010; Zong et al., 

2021)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기평가 점수를 비롯한 모든 점수는 두 기준에서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네 점수 사이에서 서로 평균적으로 차이

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했

다. 

 타인평가 점수와 동료평가 점수는 학생들이 동료를 평가한 점수를 서로 다

르게 조합한 점수이므로, 개념 상 서로 평균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동료평가 대상자의 수와 동료평가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점수

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선정된 학생은 4명의 동료평가 대상자를 모두 평가

하고 자기 평가를 했으므로, 타인평가는 4명에게 준 점수의 평균이다. 반면 

선정된 학생의 글을 평가하는 동료평가자에는, 동료 4명을 모두 평가하지 

않은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동료평가 점수는 2~4명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다. 단, 주장문 과제에서 타인평가 점수와 동료평가 점수의 차이는 유

의미하지 않았고(t(37)=.45, p=.66 d=.07), 중간보고서 역시 이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t(42)=.3, p=.76 d=.05). 

 전문가 점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주장문 과제의 경우, 연구

자와 심리학과 박사 과정생이 채점을 진행했다. 연구자와 심리학과 박사 

과정생은 글쓰기 첨삭 업무를 오래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로 간주

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를 ICC(3, 2)로 분석한 결과, 점추정치는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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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에서 .78, 기준2(흐름)에서 .77이었다.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는 연구

자와 심리학과 박사 수료생이 전체 자료를 채점하고 평정자 간 일치도를 

ICC(3, 2)로 구했다. 점 추정치는 기준1(창의성)에서는 .86, 기준2(흐름)에서

는 .88이었다. Koo와 Li(2016)에 따르면 점 추정치에서 .75부터 .9사이의 

수치는‘좋은 신뢰도’에 해당한다. 

3.4.2 평가의 정확성 

 본 연구는 전문가 점수가 타당한 점수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학생이 평가

한 점수가 전문가 점수와 유사할수록 평가의 정확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평가의 정확성을 분석 목적에 맞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했다.

① 전문가 점수와의 상관계수

 학생이 평가한 점수와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학생이 

글의 서열을 얼마나 전문가와 유사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동

료평가 및 자기평가 연구에서 학생 평가의 정확성을 보는 대표적인 방식이

다(Falchikov & Boud, 1989; Falchikov & Goldfinch, 2000; Cho et al., 2006; 

Jeffery et al., 2016). 이에 따라 동료평가의 정확성은 학생들의 동료평가 점

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로 정의되었다. 자기평가의 정확성 역시 학생들의 자

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로 측정되었다. 이 

상관계수가 1에 근접할수록, 학생들이 동료와 자신의 글을 평가할 때 전문

가와 유사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 점수

 전문가와의 차이점수는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와 학생이 평가한 점수 사

이의 절대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차이점수는 평가 정확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Jeffery et al., 2016). 차이점수를 통해, 개인이 동

료와 자신에게 준 점수가 전문가 점수와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차이점수를 구하는 이유는, 개인이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의 글 역시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두 평가의 연관성은, 각 개인이 자신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한 정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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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지표와,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간

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기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이 자신

의 글 하나뿐이므로, 개인이 자신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한 정도는 전문

가와의 차이점수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이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한 정도 역시 전문가와의 차이점수로 정의되었다. 

 먼저 타인평가의 차이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각 동

료(타인)의 글을 평가한 점수에서 전문가가 해당 동료의 글을 평가한 점수를 

뺀 뒤, 절댓값을 취한다. 이후 각 평가대상자마다 산출된 절댓값을 합해 평

가대상자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냈다. 이 점수는 개인이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해당 학생이 전문가와 더 

유사하게 동료의 글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타인평가의 차이점수 = 평가대상자수





학생평가점수전문가점수
 

 다음으로, 자기평가의 차이점수는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로부터 전문가 

점수를 빼고 절대값을 취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 점수는 개인이 자신의 글

을 정확하게 평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점수가 작을수록 해당 학

생이 전문가와 더 유사하게 자신의 글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자기평가점수전문가점수

 본 연구에서는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간의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를 구해,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

하는지를 확인했다.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동료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한 사람이 자신의 글 역시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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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과

동료평가의 정확성 및 자기평가의 정확성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동료평가의 정확성과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동료평가의 경우, 주장문 과제에서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

가 점수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한계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36)=1.96, r=.31, p=.057).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도, 주

장문 과제와 마찬가지로,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1)=2.62, r=.38, p=.01). 이처럼 동료평가 점수

는 과제의 성격, 채점 기준 및 채점 척도가 달라져도, 어느 정도 전문가 점

수와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했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Zhang 등(2020)에 따르

면, 많은 연구에서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전문가)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3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이상의 상관계수는 수용 가능한 범위로 여겨진다. 

 반면 주장문 과제에서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36)=.67, r=-.11, p=.51).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도 

역시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41)=1.01, r=.15, p=.32). 이에 따라 동료를 평가한 뒤에 자신을 평가한 학생

들의 자기평가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

았다.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낮았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두 과제에서 자기평가 

점수가 동료평가 점수 및 전문가 점수와 얼마나 괴리가 큰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과제별로 동료평가 점수, 자기평가 점수, 전문가 점수는 표 3과 같

았다. 먼저 주장문 과제에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세 점수 사이에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Mauchly의 

W=.9(p=.15)로 구형성 가정은 만족되었다.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주장문 

과제에서 평가자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 74)=78.66, 

p<.001, 
 =.58). 사후분석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자기평가 점수

가 전문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37)=11.31, p<.001, 

d=1.84). 또한 동료평가 점수 역시 전문가 점수보다 더 높았고, 그 차이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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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했다(t(37)=11.38, p<.001, d=1.85). Cohen’s d가 .8 이상이면, 

효과크기가 큰 수준이므로(Cohen, 1988), 동료가 평가한 점수와 자신이 평가

한 점수 모두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

기평가 점수와 동료평가 점수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자기평가 점수는 동료

평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37)=2.19, p=.04, d=.35). 

효과크기는 작은 수준이었지만, 자기평가 점수는 전문가 점수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점수와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자기평가 점수, 동료평가 점수, 전문가 점수의 차이를 반

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한 결과, 

Mauchly의 W=.94(p=.31)로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그림 3과 같이, 세 점

수 간의 차이는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 

84)=10.26, p<.001, 
 =.11). 사후분석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역

시 자기평가 점수가 전문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t(42)=3.94, p<.001, d=.6). 또한 동료평가 점수 역시 전문가 점수보다 더 높

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42)=3.71, p<.001, d=.57). 자기평가 

점수는 동료평가 점수보다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42)=1.02, p=.32, d=.15). 종합했을 때, 학생들은 두 과제에서 모두 동

료와 자신의 글을 전문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고, 자기평가 점수는 동료평

가 점수보다도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자기평

가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주장문 과제(n=38)  중간보고서 과제(n=43)

M SD M SD

타인평가 점수 2.75 0.75 4.10 0.93

동료평가 점수 2.82 0.6 4.19 0.89

자기평가 점수 3.14 0.6 4.31 0.99

전문가 점수 1.57 0.55 3.57 1.05

표 3. 과제별 글 점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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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장문의 글 점수 평균 그림 3. 중간보고서의 글 점수 평균 

 

 한편,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낮았던 원인은, 동료의 글을 평가한 뒤에도 여

전히 자신의 글에 동료의 글에 준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하고자, 자기평가 점수와 타인평가 점수를 비교했다. 

자기평가 점수와 타인평가 점수는 표 3과 같았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주

장문 과제에서 자기평가 점수는 타인평가 점수보다 더 높았다(t(37)=3.38, 

p=.002, d=.55). 중간보고서 과제 역시, 자기평가 점수는 타인평가 점수보다 

더 높았지만, 두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42)=1.35, 

p=.18, d=.21). 이처럼 학생들은 동료의 글 4개를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료보다 자신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향이 자기평가

의 정확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동료평가와 자기평가의 연관성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이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

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이것은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

가의 차이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과제별로 차

이점수는 표 4와 같았다. 주장문 과제의 경우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

평가의 차이점수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36)=2.42, r(36)=.37, p=.02). 이 상관계수 값은 Cohen(1992)에 따르면 보통 

수준 정도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주장문 과제에서 전문가 점수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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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글을 평가했던 사람은, 자기평가를 할 때도 전문가 점수와 유사한 

점수를 자신의 글에게 주었다. 

 반면 중간보고서 과제의 경우,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가의 차이점

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41)=.98, r=.15, p=.33). 

따라서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은 주장문 과제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중간보고서 과제에서 두 차이점수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원인은,  

점수 상에서 자기평가가 타인평가보다 왜곡이 더 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자기평가의 차이점수가 타인평가의 차이점수보다 더 컸기 때문일 수 있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했다. 그 결

과, 주장문 과제에서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37)=1.08, p=.29, d=.18). 중간보고서 과

제 역시 두 차이 점수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t(42)=.34, p=.74, d=.05). 

주장문 과제(n=38)  중간보고서 과제(n=43)

M SD M SD

타인 평가의

 차이점수 
1.51 0.64 1.33 0.57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1.64 0.73 1.28 0.88

표 4. 과제별 차이 점수의 평균

주. 차이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 자기평가점수전문가점수
타인평가의 차이점수 =





학생평가점수전문가점수평가대상자수

 이 결과는 두 과제에서, 자신을 평가한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차이가, 

동료를 평가한 점수와 전문가 점수 간의 차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간보고서에서 차이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어도, 자

신을 평가할 때 동료를 평가할 때보다 평균적으로 점수를 더 많이 왜곡하여 

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학생들이 동료들의 글에 높은 점수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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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신의 글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평가 점

수에서 일종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일으켜 여러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논의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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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5.1  연구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글을 평가한 뒤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수업 상황에

서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평가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과제와 채점 

기준 그리고 척도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가 일관적으로 나타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장문과 중간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과

제 모두 동료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동료평가 점수가 전문가 점수와 유사하다는 선행연구에 부합한다. 

반면 자기평가 점수와 전문가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두 과제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자기평가 점수

가 정확하지 않았던 원인은 평가 정확성이 실제 성적에 반영되는 비중이 낮

았기 때문일 수 있다. ClassPrep에서 계산한 과제 점수는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된다. 이 과제 점수는 글쓰기 점수 60%, 평가능력 점수 10%, 메타인지 

점수 10%, 피드백평가 점수 10%, 퇴고 점수 10%로 이루어진다. 동료의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능력 점수는 전체 과제 점수에

서 비중이 작았다. 또한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메

타인지 점수의 비중 역시 매우 작았다. 점수 배점 상에서 학생들이 동료와 

자신의 글을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유인이 약했다고 볼 수 있

다.

 반면 글쓰기 점수는 과제 점수에 가장 큰 비율로 반영되고 있었다. 여기서 

글쓰기 점수가 각 글에 대한 동료평가 점수를 보정한 점수라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에게 관대한 점수를 부여하면서, 성적에 반영되는 각

자의 글쓰기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두 과제에서 동료평가 점수는 전문가 점수보다 더 높았다. 채점 기준표에 

따른 예상 평균은 주장문의 경우 1.75점, 중간보고서의 경우 3.5점인데, 전문

가 점수의 경우 각각 1.57점, 3.57점으로 예상 평균에 근사하였다. 그러나 동

료평가 점수는 2.82점, 4.15점으로 훨씬 더 높았다. 자기평가 점수는 3.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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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점으로 동료평가 점수보다도 더 높았고, 타인평가 점수보다도 더 높았

다. 이처럼 동료들의 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다음, 자신의 글에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평가 결과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관찰하

기 어려워졌을 수 있다. 

 동료를 관대하게 평가한 뒤 자신을 그보다 더 높게 평가하면, 천정효과와 

같은 원리에 의해 자기평가 점수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천정효과는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최대치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측정 결과가 실제 능력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Uttl, 2005). 대표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 실제로는 실력 차가 있는 학생들이 모두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때 천정효과가 발생한다. 자기평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동료보다 자

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유지되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점수가 채

점 척도 상에서 몇 가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동료에게 이미 높은 점수를 

준 시점에서 자신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려면, 최대치에 가까운 점수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글의 질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학

생들이 자신의 글에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실제 글쓰기 수행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로 차이가 없어지

게 된다. 

 물론 학생들은 평가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글을 평

가할 때 사용한 채점 기준에서는 글의 수준을 서술할 때, ‘보통 이하’, 

‘비교적 좋음’, ‘상당히 좋음’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들은 다

소 모호하게 느껴진다. 학생들이 이 모호한 평가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수 있

다. 또한 ClassPrep에서는 무작위로 배정한 4명의 과제를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한 질의 글을 충분히 접하도록 보장해주지 못했다. 사

람들이 좋은 글과 나쁜 글을 대조하여 분석할 때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높아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Lin-Siegler et al., 2015),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

준의 글을 접해 좋은 글에 필요한 특성을 구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로 인

해 채점 기준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낮

았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질의 글만을 평가하여 오히려 자신을 상대

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동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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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평가할수록 자신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과제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주장문 과제의 경우 타인평가의 차이점수 

와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했다. 즉,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자신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

나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는 타인평가의 차이점수와 자기평가의 차이점수 간

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학생들의 평가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주장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4주차 수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대부분 이전 3주 동안 동

일한 성격의 과제를 세 번 수행한 상태였다. 이 학생들은 자신과 동료의 주

장문 과제를 평가할 때, 이전 세 개의 과제를 평가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채

점 기준과 채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반면 중간보고서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

은 5주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로, 이전 4주 동안 수행했던 과제와 다른 양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채점 기준과 채점 척도로 보고서를 평가했

다. 학생들은 비교적 익숙한 주장문 과제와 달리, 중간보고서 과제에서는 아

직 채점 기준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해 자신과 동료를 일관적으로 평가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동료를 평가한 

뒤에 이루어지는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동료평가의 학습적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동료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Althauser & Dornall, 2001; Cho & Cho, 2011; 

Reinholz, 2016; To & Panadero, 2019). 그러나 실제로 동료를 평가한 뒤에 

자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

에서는 실제 수업 자료를 통해 동료를 평가한 뒤의 자기평가의 특성을 확인

하고, 동료평가를 통해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현재 이루

어지는 동료평가 수업에서,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입이 더 필요한지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동료평가 연구에서는 동료를 잘 평

가할수록 자신을 잘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탐색하지는 않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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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문가 점수와의 차이점수를 사용하여 동료평가의 정확성과 자기평

가의 정확성이 서로 비례하는 영역인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과제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동일한 과제를 여러 번 수행

하며 어느 정도 평가 경험을 쌓은 주장문 과제에서는 두 평가 사이에 정적

인 상관관계가 유의미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동일한 성격의 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평가한 뒤에는, 동료평가를 잘할수록 자기평가 역시 잘할 수 있

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비슷한 과제를 평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동시에, 동료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훈련했을 때, 자기평가가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주장문 과제와 중간보고서 과제

는 과제의 성격, 채점 척도 등 다른 차이점이 있으므로, 평가 경험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2 후속 과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더 많

은 과제로부터의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장문 과제 하나와 중간보고서 과제 하나만을 두고 

평가 양상을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더 다양한 조건에서 자기평가의 정확

성이 과목이나 과제유형 그리고 집단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동료평가 과정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자기평가의 정확성

이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동료의 

글을 평가한 뒤에도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낮았다. 따라서 동료들의 글을 평

가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낮았는지 후속연

구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평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는, 가장 먼저 ClassPrep 과제 점수에서 평가 정확성의 점수 비중을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 있다. 점수 배점 상에서 글쓰기의 비중을 

조금 낮추는 대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정확성의 비중을 높일 때, 자기평

가가 정확해지는지 관찰해보는 것이다. 

 점수 비중 외에도, 수업 초반에 집중적으로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

여 학생들의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정확성이 낮다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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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수자가 학생들이 이 피드백을 후속 평가에 반영하도록 독려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동료에게 줄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에 제한을 

둔다면, 천정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료의 점수를 지금보

다 좀 더 낮게 준다면, 학생들이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자신에게 주는 경향

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평가 시 고려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더 늘어난

다. 점수의 범위가 늘어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글

을 실제 수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기평가 점

수가 전문가 점수와 더 유사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학생들이 사용했던 채점 기준을 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 예컨

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채점 기준을 직접 생성하면, 채점 기준을 더 명료

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평가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동료평가 과

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예시의 글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교수자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미리 평가 예시로 

준비할 수 있다. 혹은 ClassPrep시스템이 현재와 같이 무작위로 동료의 글을 

제시하지 않고, 모범사례가 될 만한 글을 판별한 뒤 학생들에게 고루 분배

하게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평가의 정확성이 개

선되는지 확인한다면,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의 정확성이 낮았던 이유를 밝

힐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가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실용적 조치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의 연관성을 차이 점수 외에 다른 방법

으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글을 평가한 점수와 자

신의 글을 평가한 점수만을 사용하여 두 평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동료평가 점수가 전문가 점수와 얼마나 유사했는지 외에도, 동료평

가의 다른 요소가 자기평가의 정확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하나로, 동료에게 제공한 피드백의 질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동료

의 과제에서 약점을 비판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을 때, 자신의 과제의 약점 

역시 잘 성찰하고 효과적으로 퇴고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제공한 

피드백의 질은 과제 수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Cho & Cho, 2011; 

Zong et al., 2021). 이것은 피드백을 주기 위해 코멘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자신의 글에 대한 성찰을 더 많이 유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

른 동료에게 피드백으로 제공한 코멘트의 질이 좋을수록 자기평가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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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료평가 과정에서 

질 좋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평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중 어떤 부분은 실험 연구로, 다른 

부분은 실제 수업 장면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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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assessment is considered to promote learning since it helps students 

to concentrate on the flaws in their performance by identifying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Self-assessment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learning to write. Since wri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for professional success, students need to learn to write using 

self-assessment. By accurately evaluating their writing quality, students can 

identify problems to improve and apply the appropriate strategy to write 

well. Past research shows that self-assessment with specific criteria 

enhances writing performance. 

 But a considerable body of research evidence suggests that 

self-assessment is a difficult task. One of the reasons is that people tend 

to overestimate themselves. Therefore, students need to be train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self-assessment.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students can improve the accuracy of self-assessment after they rate peer 

work. While analyzing peer work, students can be exposed to various 

samples, and find out what makes writing performance good. This in turn 

guides to a deep understanding of the assessment criteria and flaws in 

their writing. Therefore, this study expected that students can detect the 

weaknesses in their writing by assessing peers’ papers without de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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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eedback from a teacher or peers. In this case, how accurately students 

assess peers will contribute to their accuracy in evaluating themselv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major course at a university in Seoul. In 

this course, students evaluated their papers after they had evaluated 4 

peers’ papers every week. The short argument writing assignment and 

the long report assignment were selected for analysis among those papers. 

These two assignments were different in length, assessment criteria, and 

rating scal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ssessment tendency was 

generalized across writing assignments. The given peer-score (score they 

gave to peers), peer-score (score given by peers), self-score, and 

expert-score of two assignments were measured.

 First, the accuracy of peer-assessment and self-assessment was 

investigated. The accuracy of assessment was defined as a correlation 

between student-generated scores and expert-sc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eer-sco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xpert-score in 

two assignment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er-score and 

expert-score was consistently confirmed in past peer-assessment research. 

But the correlation between self-score and expert-score was not significant 

in any of them. 

 Secon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degree to which students 

accurately assess peers contributes to their accuracy in evaluating 

themselves. To confirm this correlation, the difference scores of self-score 

and given peer-score were calculated. The difference score of given 

peer-score was an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score students gave 

each peer’s work and expert-score. The difference score of self-score 

was an absolute difference between self-score and expert-score. The 

smaller the difference score was, the more accurately students assessed 

peers and themselve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score 

of given peer-score and that of self-score was significant only in the 

argument writing assignment.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hat investigates the accuracy of 

self-assessment after peer-assess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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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s. Future research about additional scaffoldings to enhance the 

accuracy of self-assessment through peer-assessment is discussed.  

Keywords: writing, peer-assessment, self-assessment, the accuracy of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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