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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원어민 교수자의 채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토의 모델 기반 채점자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협의 전후 신뢰도

변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채점 기준 해석 및 점수 부여 근거를

중심으로 비원어민 교수자들 간 협의 작업을 진행하고, 협의 내용과 채점 결과를

분석하여 비원어민 교수자의 채점자 신뢰도 확보 방안을 제언하였다.

일반적으로 수행평가의 형태로 성취도 평가가 행해지는 국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비원어민 교사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주관

성을 배제하고 신뢰도가 높은 채점을 일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면한

다. 하지만 이들은 비원어민 채점자라는 점에서 평가 대상 언어에 대한 직관력의

부족으로 특정 구인에 대해 채점의 엄격성이나 관대성을 드러내거나 문법적 오류

판별 능력 부족 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채점 특성은 학습자의 원어민

채점자 선호 현상과 비원어민 채점자의 낮은 자기효능감을 유발하여 비원어민 채점

자의 채점 전문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채

점자의 채점 수행 능력은 단순히 원어민-비원어민의 구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채점자 간 점수 조정 과정을 통해 채점 편향을 소거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최신의 이론적 흐름을 토대로 비원어민 채점자 연구에 접근하였다.

비원어민 채점자 수요와 중요성의 증가에도 비원어민 채점자 대상 연구가 미흡하

게 이루어진 가운데 본 연구는 형식 및 표현상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어 채점이 까

다로운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원어민 채점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점수 부여 근거를 보다 면밀히 해석

하고, 채점 오류를 소거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 중 토

의 모델을 적용하여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하였다.

비원어민 채점자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원어민 채점자에게서 나타나는 채점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비원어민 채점자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가?

셋째, 비원어민 채점자 간 협의는 채점 신뢰도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넷째, 채점자 신뢰도 향상에 유의미한 채점자 간 협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

은 무엇인가?

상술한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다루고, 최신에 주목받고 있는 이론의 등장

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한국어 쓰기 평가,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 신뢰도 연구, 비원

어민 채점자의 쓰기 채점 양상 연구에 관한 연구사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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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실험 설계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제2언어 쓰기 평가 신뢰도

제반 이론들을 다루었다. 1절에서는 쓰기 및 쓰기 평가의 개념을 토대로 제2언어

쓰기 평가의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2절에서는 신뢰도의 하위 유형 중 채점

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기존 채점자 신뢰도 연구에서 빈번

하게 제시된 채점자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토의 모델의 등장 배경과 구

체적인 내용 및 단계를 면밀히 다루어 실험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어 쓰기 채점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

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수험자의 쓰기 수행 능력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쓰기

과제 문항을 설계하고 채점 수행의 틀을 제공하는 채점 기준표, 채점 기술어, 채점

척도 등 채점 도구를 구안하였으며 2절에서는 토의 모델 이론을 바탕으로 채점자

협의 단계를 구성하였다.

4장에서는 혼합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1절에서는 방대한 협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점수 차이를

유발한 요소를 범주화하기 위해 주제 분석법을 적용하여 가시적 요인과 주관적 기

준으로 발화 주제를 분류하였다. 각 주제를 구성하는 채점자 발화의 단위는 순서

교대의 차원에서 ‘채점자 무브’ 개념을 활용하여 발화의 목적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다국면 라쉬 모형에서 제공하는 평가 국면별 도표와 채점자 측정치를 토

대로 각 협의 이후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

며, 채점자-구인 간 편향 수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채점자 간 협의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 토의 모델이 단선적인 협의 단계, 협

의가 수행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5장에서는 채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채

점자의 채점 편향성 소거 방안과 채점 기준 및 채점자 협의 단계의 유효화 전략을

제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던 토의 모델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도록 수정된 토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쓰기 평가에서 비원어민 채점자들

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 및 실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시사점을 요약적

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채점자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들이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 및 채점 편향 소거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에

서 출발하여 토의 모델을 적용해서 비원어민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과 채점 오류

소거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전문성 및 신

뢰도 확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쓰기 평가, 채점자 신뢰도, 비원어민 채점자, 토의 모델, 채점자 간 협의

학번 : 2020-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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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채점자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채점 오류를 소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토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채점 기준 해석 양상 및 점수 부여 근

거를 중심으로 비원어민 교수자들 간 협의 작업을 진행하고, 협의 내용과 채점 결

과를 분석하여 비원어민 교수자의 채점자 신뢰도 확보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부(2021)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습자의 수는 15

만 명이 넘는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2개국에 234개의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수자가 지닌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

어, 베트남의 경우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존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어학을 전공

한 현지인 박사 학위자 1명과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지인 석사 학위자 3

명이 교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고, 라오스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에는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시에 지원하여 학과의 규모를 증원하게 되었다(세종학

당, 2020:27,151).

해외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분석한 자료들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원어민

교사와 예비 교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표를 제공하나(김가람, 20191);

교육부, 2022), 여전히 교원 수급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Tran Thi Huong, 2020). 이정희 외(2018)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 123개의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한 결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응답의 비율이 88%에 달하였고, 이 중에

서 특히 고급 한국어 수업을 맡아줄 수 있는 교원의 확보를 희망하는 비율이 두드

러졌다. 신남방 지역의 한국어교육 확대 전략을 연구한 김호정, 정연희, 김가람 외

(2022)는 대다수의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현지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교

사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국제

교류재단(KF),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기관들에서 매년

객원교수, 중⸱고등 교사, 세종학당 교원 등을 파견하고 있지만 파견되는 원어민 교

수자의 수효는 요구에 비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교육을

1)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2006년 16명이던 자격증 취득자 수는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270명으로 대폭 늘었다(김가람,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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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비원어민 교수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교수⸱평가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채점자의 역할을 병행하는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원어민 교수자는 학습자의 교수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함께 담

당하게 된다. 구성주의의 영향에 따라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실제 언어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힘을 얻으며 수행평가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수행평가를 통해 채점을 수행하는 채점자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

라 학습자의 학업 성취 능력을 측정해야 하므로 점수 결정 과정에서 채점자의 영향

력을 소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Lumley & McNamara, 1995).

이처럼 수행평가 상황에서는 채점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채점자 신뢰도 확

보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비원어민 채점자의 신뢰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사 관련 연구의 주제2)는 교사 발화

(강수경, 2009; 백승주, 2011; 이원기, 2013) 및 교사 피드백(박주현, 2007;

박영지, 2013; 송운옥, 2014), 교사 요인(안정민, 2011; 연준흠, 2011; 이가영,

2012), 교사 교육(강현화, 2002; 최유하, 2007; 서상영, 2011), 교사의 역할

(민현식, 2005; 고경숙, 2008; 원해영, 2013)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비원어민 교사에 관한 연구는 비원어민 교사의 정체성 연구(Fraschini, 2012)나

언어권별 비원어민 교사 교육 연구(최은규, 안경화, 2003; 이정희, 김중섭,

2006; 안여경, 2010; 유혜정, 2014; Dilhara, 2016)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채점자 신뢰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아무리 우수한 제2언

어 또는 외국어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어민처럼 해당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

다거나 해당 언어에 대한 직관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마주한다. 이러한 인상은

채점자 변인의 영향력이 지대한 수행평가 상황에서 학습자가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

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여 비원어민 교사의 채점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원

어민 교사3)에게 채점을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한다(최윤희, 2018). 또한, 채

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채점자 교육(McIntyre, 1993;

Weigle, 1998)과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Woeher & Huffcutt, 1994; 이영식,

2000)은 대개 채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채

점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맥락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접근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Ahmadi, 2020).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채점자 신뢰도 확보 방안은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의

2)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 연구의 동향을 살핀 강승혜(2014)의 논의를 참고하여 교사 연구의 상위 유
형들을 범주화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교육과 평가가 함께 수행되는 성취도 평가의 맥락을 상정하고 있다. 교사
가 채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참고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와
글의 맥락에 따라 ‘교사’, ‘교수자’, ‘채점자’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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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유형인 토의 모델로(Trace, Janssen & Meier, 2017), 이는 채점자들 간

협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점자 변인이 채점에 끼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논의들은 언어 프로토콜 보고법(verbal protocol report)을 사용하여 채점

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채점 특성 및 편향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한다

(Vaughan, 1991; Ericsson & Simon, 1993; 박종임, 2012; Li, &

Lorenzo-Dus, 2014). 하지만 채점자 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여 점수 조

정이 필요한 경우 채점자들이 어떻게 편향성을 극복하고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치

도를 확보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탐구

하기 위해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이 강조된 토의 모델을 연구에 적용하였을 때 연구

자들은 채점자의 담화 분석을 통해 채점자의 채점 오류 인지뿐만 아니라 오류 수정

양상을 탐색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Taylor, 2004). 채점

자들은 채점 기준, 점수 척도 등의 가시적 요인과 개별적 채점 특성, 점수 결정 과

정 등의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채점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를 진행

하며 집단 성찰을 통해 채점 편향성을 소거하고 채점 기준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토의 모델의 활용은 채점자들이 상호의 채점 특성을 성찰함으로써

점수 부여 근거의 타당성을 공동으로 확립하여 높은 내적⸱외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쓰기는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응집력과 일관성 있게 맥락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본인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말하기에 비하여 정확

한 문법과 어휘의 사용이 요구된다. 텍스트 산출의 복잡성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쓰

기에 많은 인지적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데, 이는 채점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중압감을 부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제2언어 또는 외국

어 환경에서 쓰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근거하여 쓰기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김호

정, 2007; 김정숙, 2009; 김영미, 2010; 전형길, 2013), 학습자의 쓰기 오류

수정 연구(Chang, 2015; Ene & Kosobucki, 2016; 김이연, 2017; 박예현,

2018), 평가 도구 설계 연구(Bae, 2006; Hamp-Lyons, 2006; Alanen,

Huhta & Tarnane, 2010), 구인 설정 및 타당도 검증 연구(서수현, 2008; 김

성숙, 2011; Aryadoust, 2012; Chan & Taylor, 2015), 채점자의 신뢰도 연

구(Eckes, 2008; Barkaoui, 2010; 이영식, 2014; 이은하, 2015; 김수현, 김

영주, 2018) 등 쓰기 분야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

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는 데에 집중할 뿐 이들을 예비 교원으

로 상정하거나 비원어민 교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했다. 특히 비원어민 교사의 쓰기 채점 양상은 주로 원어민 교사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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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비교되어 다루어졌는데, 이 또한 영어교육 분야(Winke & Gass, Myford,

2012; Yuko 외 2015)와 한국어 말하기 평가 영역(김현아, 2015; Kim, 2016;

김지영, 2019)에서 대부분 실시되었다.

필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의 관습에 따라 글을 쓰는 것처럼, 채점자도 본인의 문화

가 요구하는 쓰기 관습에 맞추어 학습자의 글을 채점하는 경향을 보인다(Hill,

1997; 제효봉, 장배흔, 2017).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쓰기 관습은 무의식

적으로 비원어민 채점자가 글의 구성이나 내용을 주관적으로 채점하는 기준으로 작

용할 수 있는 것이다(Lee and Choe, 2012:646). 또한, 다수의 기존 논의들은

비원어민 채점자가 형태와 문법적 오류 등 국지적인 오류에 민감한 경향을 나타냄

을 밝혔는데, 이들이 어휘 및 문법의 정확성과 적절성 판단에서 난색을 띠는 이유

에 대하여 강남욱&이슬비(2008)는 ‘해당 언어의 자연스러움’의 기준이 내재화되지

못함에서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제2언어 교육 및 평가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이분법적 구분은 다소 민

감한 주제이다. 응용언어학에서 ‘원어민 화자 구인(native speaker construct)’이

우수한 언어 능력과 이상적인 화자-청자임을 담보한다는 주장은 1950년대와 1960

년대 Chomsky의 연구에 기반을 둔다고 알려져 있으나 Graddol(2001)은 이는

전통적인 방언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된 의견이라고 지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상적인 표본으로서의 원어민 화자의 정체성이 해체되기 시

작하였다(Davies, 1991; Philipson, 1992; Leung, Harris & Rampton,

1997). Cook(1999)은 원어민 화자의 정의 중 반론의 여지가 없는 요소는 원어민

화자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언어인 L1의 화자라는 것이며, 그 밖에 개인이

얼마나 언어를 잘 사용하고 구사하는지는 부수적인 특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비원어민 채점자가 원어민 채점자와 보이는 차이는 극복 불

가능한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닌 경험적 원인에서 야기되는 것이며, 부차적인 교육

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Kobayashi, 1996; Zhang &

Elder, 2011). 이상의 논의에 따라 원어민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에 불과

하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 또는 교수 및 평가 상황에서 원어민 화자는 이상적인 규

준으로서의 역할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원어민 교수자는 원어민 교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장점을 이미 지니고

있다. 그들은 목표어의 성공적인 학습자로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되어

줄 수 있고, 자신의 학습 과정에 비추어 효과적인 학습 전략과 목표어 체계에 대한

지식과 통찰(insight)을 전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어를 공부하였던

학습자로서 목표어 학습 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학습자와 공감할 수 있

으며, 학습자와 모어를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Medgyes, 1992:346-347). 교수자로서의 장점에 더해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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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채점자의 채점 양상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의 채점 경력과 채점자 교육

경험이 있을 때 두 채점자 집단 간 채점 신뢰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사실은 비원어민 채점자의 전문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Hill, 1997;

신상근, 2015).

이와 같은 이유로 쓰기 평가를 수행하는 채점자가 반드시 원어민 채점자여야 한다

거나 이들이 채점자로서 더욱 뛰어나다는 전제는 성립될 수 없다. 채점자들은 원어

민과 비원어민의 구분을 떠나 전문성과 우수한 언어 능력을 갖출 때 신뢰도를 갖출

수 있다(Taylor, 2002:20). 비원어민 채점자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이들의 전문성이 널리 수용된다면 추후 한국어 대규모 평가에서도 비원어민 채점자

의 투입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행평가가 강조되는 제2언어

쓰기 평가 맥락에서 교수자들의 요구 및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원어민 한

국어 채점자의 쓰기 채점 신뢰도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수한 언어 능력과 풍부한 교수 및 채점

능력을 갖춘 비원어민 교수자들의 채점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의 채점 오류 또는 편

향 중 비원어민 교수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만약 존재한

다면 이를 소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토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채점자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채점자들은

나름의 기준에 의거하여 도출한 채점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다른 채점자와 논의하

고 채점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채점자들은 자신의 채점 오

류를 인지하고 신뢰도 높은 채점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본인의 판단

근거의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비

원어민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에 대하여 공동의 개념 체계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채점 특성을 견지하게 되어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강점에 더해 타당한 평가가 일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조건인 채점자 신뢰도를 협의 과정을 통해 확보한다면 비원어민

채점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비원어민 채점자의 쓰기 평가 전문성을 보강해줄 것으로 기

대되는 토의 기반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하여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집단 성찰 과정

만으로 평가 도구에서 의도한 채점 기준에 따라 학습자의 글에 반영된 쓰기 능력에

적절한 점수 변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채점자들이 협의를

통해 극단적인 엄격성 또는 관대성, 지극히 주관적인 내적 점수 결정 과정이 유발

했던 채점 편향을 극복하고 신뢰도 높은 채점 특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기존 토

의 모델이 지닌 한계를 밝혀 채점자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임을 밝힌다. 협의 과정을 기반으로 비원어민

채점자들의 채점 양상과 점수 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전문적인 개입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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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점자들이 협력적 대화 전략을 사용하여 채점 오류와 편향을 소거하는 과정을

밝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가 여타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특성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원어민 채점자에게서 나타나는 채점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비원어민 채점자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가?

셋째, 비원어민 채점자 간 협의는 채점 신뢰도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넷째, 채점자 신뢰도 향상에 유의미한 채점자 간 협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

은 무엇인가?

2. 연구사

2.1. 한국어 쓰기 평가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쓰기 평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늦은 2000년대부터 시작되

었으나, 이후 다양한 하위 주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창기

에는 기존의 쓰기 평가가 선택형 검사 등 간접 평가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

한 반작용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비롯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김유정, 2001; 이향무, 2003; 진대연, 2004; 김지애, 2008). 김유정

(2001)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KFL 학습자 4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포

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한 후 학습자가 보여준 유의미한 발전을 통해 포트폴리오 평

가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진대연(2004)은 텍스트 생산 능력 평가를 위해서 과정

중심 평가가 함의하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총체적 평

가, 분석적 평가, 주요 특성 평가, T 단위 분석 평가, 대안적 평가의 개념과 특성

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수업과 평가 연계, 대

면 피드백 제공,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 활동 등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

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과정 중심 쓰기 평가 모형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구민지, 김원경, 2014; 윤세희, 2015; 류철우,

2016; 백수혜, 2021).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한국어능력시험을 다룬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구 초반에는

서윤남(2003), 서희정(2005), 김태은(2008), 안주호(2008), 윤인아(2008)에서

살펴볼 수 있듯 TOPIK의 문항 분석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주로 그간 실

시된 TOPIK의 문항을 분석하여 쓰기 평가 과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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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언하였다. 이후에는 TOPIK의 채점 구인(이인희, 2009), 평가 기준(현

빈, 최재찬 2014; 최혜민, 2017), 채점자 신뢰도(안수현, 김정숙, 2017), 내용

타당도 및 구인 타당도 검증(전은주, 2008; 서수현, 2013) 등 다양한 주제에 대

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TOPIK 관련 연구가 다각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

었다. 하지만 여전히 TOPIK 쓰기 영역의 문항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요 연구 주

제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상린, 2012; 함정식 외,

2014; 오주희, 2015; 이미혜, 2018; 김금숙, 2019). 소수이지만 TOPIK 이외

에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기출 문항을 분석하거나(김문기, 2016), 중국 대

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쓰기 평가 도구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을 제안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리순녀, 2019). 이처럼 다양한 쓰기 평가 상황에서

사용되는 과제와 채점 도구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

는 논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한국어 쓰기 평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위상과 그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학

문 목적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증가 추이가 지속

적으로 유지되자,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쓰기 평가 연구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평가 분야에서는 이들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

는 문항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진단하고 교수자에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제작된 쓰기

과제를 분석한 후 한계점을 보완하여 타당도 높은 문항을 개발하는 연구가(안미란,

2007; 전나영 외, 2009; 이현, 2009; 김민경, 2012; 김성숙, 2012; 이영옥,

2013) 다수 이루어졌다. 전나영 외(2009)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실제 쓰기 수행 맥락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가공되지 않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쓰기 문항 개발이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평

가를 실시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입증했다. 이외에도 자유 작문 문항 개발(신현단,

2012), 내용 구성과 조직 능력의 측정이 가능한 문항 개발(박진욱 외, 2014) 연

구가 수행되었다.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 이외에도 구인 타당도와 채점자 신뢰도를 분석한

논의들이 다수 존재한다. 채점 결과의 타당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점자 신뢰도

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점자 신뢰도를

연구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이성영, 2005; 조재윤, 2009; 이정화,

2010; 이인혜, 2012; 허유리, 2014; 정지윤, 2017; 안수현, 김정숙, 2017; 김

수현, 2019; 박아름, 2020). 타당도의 종류에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세부적인 영역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구인 타당도에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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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최혜민(2011)은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채점 구인을 각기 다르게 설정

하였으며, 조남민(2012)은 분석적 채점을 실시하여 각 채점 구인별 채점 양상을

분석하고 채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인과 그렇지 않은 구인을 분류한 후 이

러한 구분이 채점 결과에 반영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강민석(2016)은 다수의 채

점 구인 중 ‘언어 사용’ 구인에 초점을 두어 해당 구인을 통한 채점 가능 영역과 채

점 결과 분석 양상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유입 증가로 교육부는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고시하였

으며, 이들의 학업 적응을 위하여 5년 후 학습 한국어 영역을 추가한 2017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배정됨에

따라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 아래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어 평가 분야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주요 수험자로 상정하여

개발된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일반화 문제와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제작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에 한국어 능력 진단 도구가 완

성되었고 해당 진단 도구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조남민, 남명호, 2013; 김

정남, 남명호, 2014; 홍종명, 2015; 권문경, 2016; 이인혜, 2018; 홍종명,

2019). 김정남, 남명호(2014)는 한국어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과정과 평가 내

용, 그리고 시행 과정을 검토하여 한국어 진단평가에 대한 개괄을 보여주었으나 홍

종명(2015)은 현 진단 도구가 개정⸱고시된 교육과정 이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학

습 한국어’ 영역을 측정하는 영역이 미흡하게 제작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진단 도구

의 구성과 체계가 완전하지 못하여 성취도 평가로서의 활용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성취도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권문경(2017)은 중등과정 KSL

학습자를 위한 진단평가의 내용을 구축한 연구로 시험사용자 대상 요구분석과

KSL 교육과정 및 KSL 교육과정 진단 도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

등과정 KSL 진단평가의 내용 구성과 평가 영역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인혜

(2018)는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위한 진단평가 개발 및 기존 진단평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ESL 교육과정인 WIDA의 세 가지 진단평가

(WIDA Screener, W-APT, W-MODEL)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학습 한국어

영역을 반영한 평가 문항 개발 방향과 적응 검사 방식 지필 평가 운영 방안을 제시

하고 현 진단 도구의 쓰기 문항 및 채점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종명(2019)은 한국어(KSL) 진단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증 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한국어(KSL)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을 고찰하였다.

2.2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 신뢰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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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에서 신뢰도는 평가 도구와 채점자가 수험자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측정했

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누가, 언제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

를 산출하는 채점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평가 도구가 수험자에게서 측정하고자 의도

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채점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며, 평가에서 신뢰도가

지닌 중요성에 따라 신뢰도 관련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신뢰도 연구는 크게

신뢰도의 개념 및 타당도와의 상관성(남명호, 김성숙, 지은림, 2000; 성태제,

2002; Levi, 2008; Jones, 2012; Brown, 2014), 채점자 신뢰도(Overall &

Magee, 1992; Damico, Oller & Tetnowski, 1999; Morgan, Zhu,

Johnson & Hodge, 2014), 평가 도구의 신뢰도(Lee, 2003; Rezaei &

Lovorn, 2010; Winke, 2011; Lin, 2015; Longabach & Peyton, 2018)로

분류할 수 있다,

Barrett(2001)은 채점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채점자 특성, 시험과

평가 문항의 특성, 채점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중 채점자 특성 변인이 뜻하는 바

는 채점자마다 경험, 전문성, 능력이 다르고, 하위 과제를 채점하는 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의 기준도 모두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채점자 내적 요인 이외에

도 채점 과정 중 쌓인 피로도와 같이 평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채점자 외적 요인 또

한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Saal 외(1980)는 일반적인 채점자 오류의 유형을 채점자 엄격성과 관대성, 후광

효과(halo effect), 중심 경향성 효과, 범위 효과(range effect)의 제약, 채점자

간 신뢰도 및 일치도 부족으로 정리하였다. 채점자 오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인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Plake 외(1992)는 주기적인

채점자 재훈련, 우수한 채점 수행의 최소 추정치 제공, 채점하기 난해한 문항의 해

결 방안을 제시한 경험적 데이터 제공, 채점 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채점자의 구체적 대비 방안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들은 채점자 간 논의를 통

해 채점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공동으로 확립하거나 채점자 교육 시 본인과 다른

채점자들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호의 채점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실제 언어수행 능력을 직접적으

로 측정하는 수행평가는 채점자가 학습자의 글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과 자의적인

채점 기준 해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므로 채점 결과가 학습자의

능력이 아닌 채점자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점수 결정 과정에서

채점자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채점자 신뢰도와 채점 타당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었고, 채점자 신뢰도 확보 전략으로 빈번하게 제시된

채점자 교육의 이론을 정립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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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점자 교육 연구는 크게 채점자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제시한 연구(White, 1984;

Herman, Aschbacher, Winters, 1992; McIntyre, 1993; Barrett, 2001;

Weigle, 2002), 채점자 교육의 유형을 정리한 연구(Woeher & Huffcutt,

1994; 이영식, 2000; Baird, Greatorex & Bell, 2004), 채점자 교육의 효과

를 밝힌 연구(Freedman, 1981; Schoonen, Vergeer, Eiting, 1997; Weigle,

1994, 1998; Elder, Knoch, Barkhuizen & Janet von Randow, 2009;

Harsch, Martin, 2012; Davis, 2016), 온라인 채점자 교육 연구(Hamilton

& Spratt, 2001; Knoch & Randow, 2007; Brown & Jaquith, 2011;

Erlam & Read, 2013; Knoch & Huisman, 2015, 2016, 2018)로 분류할

수 있다.

채점자 교육을 수행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채점자 교육이 채점자의 전

문성 향상에 기여했거나 채점자 간 신뢰도와 내적 일치도의 향상을 이끌었다는 긍

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McIntyre, 1993; Shohamy, Gordon, Kraemer,

1992; Penny, Johnson, Goldon, 2000; Weigle, 1994, 1998; Fahim &

Bijani, 2011). 하지만 채점자 교육의 효과에 대해 반대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채점자 교육 이후에도 채점자 엄격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거나

(Lumley & McNamara, 1995; Eckes, 2011; Trace, Janssen, Meier,

2017), 채점 기준표 해석 또는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채점자 특성이 지속되어

채점자 교육으로는 채점자 특성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Meiron, 1998;

Papajohn, 2002; Schoonen, Vergeer, Eiting, 1997). 심지어 채점 경력이 많

은 채점자를 대상으로 채점자 교육을 실시했을 때 채점자 교육이 그들의 채점 수행

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Knoch(2011)와 O’Sullivan & Rignall(2007)은 채점자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

이 있는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채점자 재교육을 실시한 후 채점자들의 채점 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채점자 간 신뢰도와 채점자 편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

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Knoch(2011)는 채점자들에게 그들의 채점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음에도 채점자 내 일치도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채점자 교육 이후에도 채점자의 엄격성은 지

속되었으나 채점자 내 일관성은 향상되었다는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Weigle,

1998) 채점자 교육의 효과는 연구 대상과 수행 과정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채점자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 채점

자 특성과 채점 수행 능력의 차이를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채점자 교육의 구체

적인 설계 단위의 차이 또한 영향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Barrett(2001)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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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평가를 마친 대학 교원들에게 채점자 교육을 실시하여 대표적인 채점자 오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채점자 교육을 마친 후 2학기 수업에서의

교원들의 채점 수행 능력을 비교한 결과 채점자 교육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30분이라는 채점자 교육의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점, 교

육 내용에 설계상 오류가 있었던 점, 채점자의 불안을 유발하여 엄격성 수치만 높

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았다. 채점자 교육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채점자들에게 적

용하는 실험을 수행한 Herman, Aschbacher, Winters(1992)에서는 종합적 채

점 방식이나 간단한 분석적 척도를 사용하면 채점자 교육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3시간~4시간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더 복잡한 척도를 사용한다면 하루 동안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채점자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육

의 질로 이어져 채점자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채점자 교육에 요구되는 시간을 양적으로 제시한 Herman, Aschbacher,

Winters(1992)의 연구와 달리 채점자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최소 예시 작문의 수

를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 채점 수 누적에 따른 쓰기 채점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연구한 이지원 외(2015)는 경력 5년 이상의 국어 교사들의 채점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초당 30번의 눈동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데이터로 전송해 주는 Tobii glasses

eye tracker을 사용하여 채점 기준표와 학습자의 글 사이를 오가는 교사들의 눈동

자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를 내면화하여 더 이상

표를 참고하지 않고 글을 채점할 수 있는 시점이 88번째 글을 채점할 때부터였으

며, 채점 기준표에 눈동자가 머무르는 시간이나 빈도가 완만해지는 시점은 25번째

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채점자 교육의 현실적 수행 맥락을 파악하

여 가능하면 88편의 글 또는 최소 25편 이상을 채점 연습량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쓰기 평가 분야에서 국내 채점자 교육 연구는 주로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이영식, 2000; 최연희, 2002; 이소라, 2002; 이지연, 2009; 최연희,

2013; 신상근, 2015; 이영주, 2018; 지영신, 2018; 고연승, 2020). 이영식

(2000)은 채점자 교육의 제반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한 이론 중심 연구로, 채점자

교육의 유형, 목표, 기능,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채점자 교육을 통해 채

점자 주관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채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채점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연희(2002)와 이

소라(2002)는 연구자가 직접 채점자 교육 과정을 고안하여 채점자 교육을 실행한

연구로, 현직 및 예비 중등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채점과 사후 채점 결과를 FACETS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여 신뢰도의 변화를

양상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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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2009)과 신상근(2015)은 쓰기 평가에서 영어 교사들의 채점 양상을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점자 교육의 방향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지연

(2009)은 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에게 FCE(First Certificate in English)

채점 척도를 사용하여 글을 채점하도록 하고, 채점자들이 채점 과정 동안 즉각적으

로 산출한 사고 구술법(think-aloud)을 활용하여 이들의 채점 양상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신뢰도 수치가 낮게 산출된 일부 채점자들은 주관적

채점 기준에 의존하거나 채점 기준표에서 의도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후광 효과

등의 채점 편향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채점자의 채점 기준 해석 양상을 면밀

히 분석하여 이들의 채점 특성을 반영한 채점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할 것을 제언하였다. 최연희(2013)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경력

변인으로 분류하여 고경력 집단과 저경력 집단에게 동일하게 90분간의 채점자 교

육을 실시한 후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채점 양상의 분석 결과 내용과 조직 면

에서 저경력 교사들의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처럼 특정 구

인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채점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설계되

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의 연구들은 직관에 근거한 연역적 채점 척도를 사용하였다면, 이영주(2018)

와 지영신(2018)은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귀납적 채점 척도

(Empirically-derived, Binary-choice, Boundary-definition, 이하 EBB)를

사용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채점자들에게 EBB 채

점 척도를 활용하여 채점 기준과 척도 단계를 직접 설계하도록 하였다. 채점을 수

행하는 주체인 채점자가 채점 도구 또한 제작해야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의

채점자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연구자들은 EBB 채점 척도를 활용

했을 때 채점자들이 학습자의 글의 특성과 각 점수 단계가 의도하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내재화할 수 있었으며 채점 기준과 구인에 대해서도 양질의 이해 체계를 구

축할 수 있었다고 연구 효과를 밝혔다.

한국어교육의 쓰기 평가 분야에서 이루어진 채점자 교육 연구는 2010년대 이후로

활성화되었다(최윤곤, 허유리, 2013; 곽혜윤, 2017; 이두용, 2018; 박지수,

2021). 최윤곤, 허유리(2013)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 15인에게 채점 기준표와 점

수표를 제공하지 않고, 학습자의 글을 자유롭게 채점하도록 하였다. 이후 질적 연

구를 통해 채점자들이 점수를 부여한 근거와 학습자 글을 채점한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채점자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개발 단계에서 그

치고 실행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두용(2018)은 채점자

변인 중 언어적 배경이 채점 수행의 차이를 유발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인과 중국인 예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채점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채

점자들에게 채점자 교육을 반복 시행하여 이들의 엄격성, 일관성, 편향성 등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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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원어민과 비원어민 채점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채점자 교육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외에도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쓰기 수행평가가 활성화되어 직접 평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국어 교사 대상 채점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박종

임(2013)은 온라인 채점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이론적 설계를 제공하였으

나, 실제 개발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3. 비원어민 채점자의 쓰기 채점 양상 연구

국외 제2언어교육 분야에서 비원어민 교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당히 다

양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제2언어 평가 맥락에서 비원어민의 채점자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게 다루어졌다(Lazaraton, 2008).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양상을

분석한 논의는 주로 원어민 채점자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원어민-비원어민

대상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집단이 학습자의 글에서 발견하는 오류의 유형과 수를

비교하는 논의와(Sheorey, 1986; Kobayashi, 1992; Schmitt, 1993; Porte,

1999; Hyland and Anan, 2006; Kim, 2007; 박선옥, 2010; Rao and Li,

2017),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척도를 사용한 채점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이 채

점 시 비중을 두는 구인의 유형과 채점자 신뢰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한 연구

(Hinkel, 1994; Song and Caruso, 1996; Cumming 외, 2000; Choi,

2001; Shi, 2001; Johnson and Lim, 2009; Lee, 2009; Kim and

Gennardo, 2012; Yuko 외, 2015; 신상근, 2015; 제효봉&장배흔, 2017;

Lee and Choe, 201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두 채점자 집단의 오류 판별 및 수정 양상을 비교한 연구들은 원어민 채

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에게 ESL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서 오류를 찾고 이를 수정

하도록 한 후, 어떤 유형의 오류에 더 비중을 두어 채점했는지 이유를 밝히도록 하

였다. 연구 결과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 간에 오류 판별의 엄격성 정도

와 수정을 가하는 오류의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자 엄격성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

은 저마다 실험을 위해 모집한 비원어민 채점자와 채점 대상이 되는 글을 작성한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이 다양하였음에도 대부분 원어민 채점자가 상대적으로 관대

한 성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다(Sheorey, 1986; Porte,

1999; Hyland and Anan, 2006; Rao and Li, 2017). 비원어민 채점자가 더

관대한 채점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논문은 Kim(2007)뿐이었다.

Sheorey(1986)에서는 미국 국적 원어민 채점자와 인도 국적 비원어민 채점자

모두 동사 관련 오류(시제, 호응, 의문문 형성)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나,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시제, 호응, 간접의문문 형성, 전치사, 철자 오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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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모두 원어민 채점자가 채점의 관대성을 보였다. 14명의 원어민 교수와 16

명의 스페인인 비원어민 교수를 대상으로 수행한 Porte(1999)의 연구에서는 학습

자의 글에 나타난 오류 중 70퍼센트가 시제, 철자, 전치사, 관사, 어휘에서 발견되

었으며, 마찬가지로 분석 결과 비원어민 교수들이 원어민 교수들보다 더 엄격하게

채점을 수행하였다. Hyland and Anan(2006)은 일본인 EFL 학습자의 글에 대

한 채점자의 오류분석 양상을 연구하였다.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오류분석 시 내용

의 명료성보다 문법 규칙 위반에 초점을 두었고, 이에 반해 원어민 채점자들은 형

식성과 학문적 적합성 등의 특징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원어민 채점자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채점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Rao and Li(2017)는 50명의 중국인 대학생이 작성한 글에서 빈번하게 발견

된 오류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철자, 관사, 전치사, 대명사, 주어-동사 호응, 연

어, 어순, 시제, 수 일치, 의문문 형성’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문

법성 판단 결과 비원어민 채점자는 철자 오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엄정성을 띠

어 원어민 채점자에 비해 엄격한 채점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Kim(2007)에서는 앞선 연구들과 반대로 비원어민 채점자가 더 관대하게 채점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원어민 채점자는 학습자의 글에서 더 많은 오류를

판별해낸 반면, 비원어민 채점자는 특히 관사 생략, 어휘 사용, 동사 형태의 오류

를 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비원어민 채점자가 관대한 채점자로 측정된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L2 학습자에게 더 효율적이고 유익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채점자 대상 오류 수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에 따라 학습자의 글에서 발견하는 오류의

유형이 다름을 밝혀내었다. 공통적으로 원어민 화자는 글의 이해가능성

(intelligibility)과 명료성(explicity)을 중시했으며 비원어민 화자는 문법적 정확

성에 비중을 두고 채점하였다(Schmitt, 1993; Hyland and Anan, 2006; Rao

and Li, 2017). 하지만 비원어민 화자가 문법적인 오류를 엄격하게 채점한 것이

반드시 높은 채점의 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Kobayashi, 1992; Kim, 2007; 박

선옥, 2010). 즉, 원어민 화자가 문법 오류에 대해 더 빈번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 것인데, 예를 들면 비원어민 화자들은 관사, 수, 전치사, 영어에서 차용된

외래어 등 특정 오류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못하게 수정하였으며

(Kobayashi, 1992) 관사, 어휘, 시제, 주어 동사 간 호응 등 모어와 거리감이 있

는 문법 항목을 잘 판별해내지 못하였다(Kim, 2007).

한국인 영어 학습자 8명과 중국인 영어 학습자 2명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원어민

채점자와 한국인 비원어민 채점자의 오류 수정 차이를 비교한 박선옥(2010)에서

두 채점자 집단 모두 ‘문법>맞춤법>내용>어휘>표현>조직’의 비중으로 오류를 수정하

였으나 원어민 채점자가 제공한 오류 수정 및 피드백의 수는 비원어민 채점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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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원어민 채점자는 철자 오류를 중요시하

고, 대/소문자, 비영어적 표현, 단수/복수 오류에 비교적 관대하여 ESL 작문 관습

과는 다소 다른 기준으로 채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비원어

민 채점자가 제2언어 쓰기 평가 맥락에서 학습자의 글을 채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직관의 부재와 채점자의 문화적 관습, 교육적 배경, 교수 방식, 영어 능숙도

에서 받는 영향에서 이와 같은 채점 오류의 원인을 찾았다. 반면에 Porte(1999)

의 연구에서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채점자 집단 모두 학습자가 산출한 오류에 관대

하였으며, 부여한 점수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해 두 집

단이 오랜 기간 L2 교수를 하여 학습자 오류에 자주 노출되어 오류에 둔감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둘째로,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 간 채점 방식의 차이를 다룬 논의들은

총체적 채점(Cumming 외, 2000; Johnson and Lim, 2009; Yuko 외,

2015; 제효봉, 장배흔, 2017), 분석적 채점(Hinkel, 1994; Shi, 2001; Choi,

2001; Kim and Gennardo, 2012),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을 모두 실시한

연구들(Song and Caruso, 1996; Lee, 2009; 신상근, 2015; Lee and Choe,

2019)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연구들은 두 집단의 모어 배경 속성의 차이가 유의미

한 채점 편향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총체적 채점만을 실시한 Johnson and Lim(2009)은 21개의 다양한 언어적 배

경의 학습자 7400명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영어 모어 화자 13명과 비원어민 화자

4명(스페인어, 한국어, 필리핀어와 중국어 이중언어)이 수행한 채점 결과를 분석하

였을 때 모든 학습자 집단에 대한 채점자들의 편향 정도는 매우 작아 점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상근(2015)은 채점의 엄격성 정도에 원어민 채

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

한, 채점 과제와 채점 영역에 따른 채점자 편향도 나타나지 않아 비원어민 채점자

가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고 채점자 교육을 받을 경우 높은 수준의 채점

수행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이

채점 편향 또는 엄격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집단이 비중을 두어 채점하는 세부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실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원어민 채점자는 글의 내용 전개 영역에 초

점을 둔 반면,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학습자의 글에서 어휘와 문법 등 표현적인 특

성을 집중적으로 채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다수 나타났다(Song and

Caruso, 1996; Cumming 외, 2000; Choi, 2001; Shi, 2001; Lee, 2009;

Kim and Gennardo, 2012; Yuko 외, 2015).

Song and Caruso(1996)는 32명의 원어민 교수와 30명의 비원어민 교수를 섞

어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은 총체적 채점을, 또 다른 집단은 분석적 채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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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채택하여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자의 집단에서는 원어민 교수가 채점

의 관대성을 보였고, 후자의 경우 점수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원어민 교수가 비원어민 교수에 비해 학습자의 언어 사용보다는 글의 전반

적인 내용과 수사학적 특징의 질에 비중을 두고 채점을 수행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Cumming 외(2000)는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 각 7인의 토플

에세이 각각 40개와 36개의 채점 결과와 사고 구술 프로토콜 및 사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원어민 채점자 집단은 수사학적 흐름, 논증과 주장의 조직, 작문 의도

와 초점의 성취 여부, 논리적 추론, 응집성, 명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채점했다

고 밝힌 반면,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표현 및 문법의 정확성에 더욱 초점을 두었음

을 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비원어민 채점자 집단은 좋은 글쓰기의 특징으로 텍

스트의 형식적 특성과 특정 언어 및 쓰기 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두 채점

자 집단이 서로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채점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Shi(2001)에서 원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EFL 채점자가 중국인 학습자의 영어

글쓰기를 채점할 때 보이는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원어민 채점자는 내용과 언어 영

역에 관대하게 채점한 반면, 비원어민 중국인 채점자는 조직과 길이 영역을 엄격하

게 채점하였다. 하지만 두 집단이 학습자의 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채점 영역

을 비교하였을 때 비원어민 채점자는 내용과 조직을, 원어민 채점자는 언어 영역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Lee(2009)에서는 한국 국적 비원어민 영어 채

점자 5인과 원어민 채점자 5인이 한국인 대학생들이 쓴 420편의 에세이를 채점한

결과를 FACETS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채점 시 비중을 두는

구인을 다르게 인지하였는데 비원어민 채점자는 문법, 문장 구조, 조직성을 엄격하

게 측정하는 반면, 원어민 채점자는 내용과 전체적인 점수에서 채점의 엄정성을 띠

었다. 채점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비원어민 채점자는 내용과 문법을 채점하기 가장

까다로운 구인으로 꼽았으며 원어민 채점자는 내용 영역만이 채점 시 곤란하였다고

밝혀 두 집단이 엄격하게 측정하는 구인과 채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구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i(2001)와 Kim and Gennardo(2012)는 연구에 사

용한 분석적 채점의 구인이 문법, 조직, 어휘, 내용으로 동일하였다. Kim and

Gennardo(2012)에서는 Choi(200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원어민 채점자

가 원어민 채점자보다 더 엄격한 채점자임이 드러났으며, 특히 문법과 내용 영역을

채점할 때 더욱 엄정성을 띠었다. 해당 연구는 채점 편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채점자-수험자 편향과 채점자-영역(수험자의 쓰기 능력) 편향 중 절반 이상이 비원

어민 채점자에게서 나와 비원어민 채점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채점자와 일본인 비원어민 채점자가 요약

문 텍스트를 총체적 채점 방식으로 평가한 양상을 비교한 Yuko 외(2015)는 원어

민은 내용과 언어적 표현에, 비원어민 채점자는 ‘어휘 사용’과 ‘다른 말로 바꾸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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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paraphrasing)’ 채점 기준에 중점을 두는 차이를 보였음을 밝혔다.

채점자의 언어 배경이 채점 구인의 경중 인식에 끼치는 영향을 넘어서 채점자 집

단이 속한 문화권의 작문 관습의 차이가 채점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의들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Hinkel, 1994; 제효봉, 장배흔, 2017; Lee and Choe,

2019).

Hinkel(1994)은 동양의 작문 관습에 영향받아왔으나 미국의 담화 관습을 사용하

여 채점하도록 고도로 교육받은 비원어민 화자(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인도네시

아인, 베트남인 146명)가 쓰기 과제를 채점할 때 원어민 화자(미국인 28명)와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적 채점 방식을 사용하여 12가지의 채점

기준으로 에세이를 채점한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비원어민 화자는 L2 담화 관습에

많이 노출되어 익숙함에도 원어민 화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화용적인 해석을 실시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효봉, 장배흔(2017)은 한국인 원어민 채점자와 중국

인 비원어민 채점자를 각각 중국어와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구분한 연구로, 문법

영역보다 텍스트 구성 및 표현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족 집단은 한국인 채점자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지나치게 중국의 작문 관습을

사용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감점을 하였으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없는 한족 집단은

이러한 글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비원어민 채점자

가 문법과 단어 교정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목표어의 작문 관습을 파악하여 학습자

의 텍스트 조직 및 구성에도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고 제언하였다. Lee and Choe(2019)에서는 한국인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특정

단어가 맥락에 맞게 정확히 쓰였는지 결정하는 것에 곤란함을 겪어 관대한 채점을

수행하였고, 두 집단이 언어적 특징을 채점할 때 영어권 원어민 채점자들은 서양의

작문 관습을, 한국인 교사들은 한국의 수사학적 방식을 적용하여 채점을 수행하였

음을 밝혔다. 이에 연구자는 채점자의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채점 양상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2언어 쓰기 평가 맥락에서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보이는 채점 수행 양

상을 검토하고 점수 조정 과정을 통해 신뢰도를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채점자 신

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할 채점

자 집단을 모집한 후 채점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글을 수집하였다. 학습자가 비원

어민 채점자와 L1을 공유하는 경우 채점자들이 학습자가 글에서 의도한 표현을 수

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이는 채점의 관대성으로도 이어진다

(Reeves & Richter, 2004). 채점자와 학습자가 같은 모어를 공유하여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채점자의 고유한 채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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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점자와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모집하였다.

성태제(2002)는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피험자와 관련된 요인

중 하나로 피험자 집단의 이질성을 제시하였다. 피험자 집단이 이질적일수록 채점

의 신뢰도는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국적을 다양

하게 확보하여 집단의 이질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주제와

지시문을 읽고 이해하여 400자~500자 내의 완결된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므

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각 급별로 요구하는 학습자의 쓰기 수행 능력을

토대로 고려하였을 때 4급 이상을 취득한 중⸱고급 학습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모집한 학습자는 총 15명으로,

학습자의 정보는 아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에세이 작성 참여자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하는 비원어민 채점자는 총 4명이다. 일반적으로 쓰기 채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채점자 속성으로 제시되는 요소는 교수 및 채점 경험, 채점자 교육

경험 여부, 언어적 배경, 채점자 기대도(Weigle, 2002)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이 채점 신뢰도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기타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두 한국어 교육경력이 풍부하며 채점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원어민 채점자 4인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채점자 1

은 몽골의 B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16년 동안 재직 중이며, 채점자 2도 몽골의

B 대학교 같은 학과에서 9년 동안 재직하는 중이다. 채점자 3은 미얀마의 C 대학

교에서 12년간 재직 중이며, 채점자 4는 이란의 사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6년 동

안 근무하였다. 채점자들은 제2언어 평가를 수행하면서 간접 평가가 아닌 수행평가

의 형태로 학습자의 글을 채점해 왔으며, 동료 교수자들과의 협의 과정 없이 혼자

채점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한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원어민 채점자의 정보는 아래 <표 Ⅰ-2>와 같다.

참여자 국적 성별 참여자 국적 성별
참여자 A 중국 여자 참여자 I 중국 여자

참여자 B 중국 여자 참여자 J 중국 여자

참여자 C 중국 여자 참여자 K 우즈베키스탄 여자

참여자 D 베트남 여자 참여자 L 중국 여자

참여자 E 중국 남자 참여자 M 중국 여자

참여자 F 태국 여자 참여자 N 영국 여자

참여자 G 이탈리아 여자 참여자 O 중국 여자

참여자 H 영국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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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비원어민 채점자 정보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3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는 비원어민 현지인 교수

자가 상대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

수준의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인 원어민 교수자가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급 수준의 작문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수업이 배분된다. 초급 쓰기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룬 문법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 또는 짧은 글을 쓰거

나, 모어로 제시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가 다뤄진다. 따라서 비원어민

교수자들은 쓰기 수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문법 위주의 교수와 평가를

수행하였으므로 학습자가 작성한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할

기회가 적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 참여할 학습자와 채점자를 모집한 후에는 3장에서 후술한 바와 같이 문

헌 연구를 토대로 연구 방법과 채점자 간 협의 방안을 설계하고 평가 도구인 과제

문항, 채점 기준표, 채점 기술어를 작성하였다. 4장에서는 네 명의 채점자가 수행

한 세 차례의 채점과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의 결과를 다국면 라쉬 모형과 Braun

& Clarke(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주제 분석법을 활용하여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된 전체적인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점자 국적
한국어 교수

경력

한국어 교수

기관
성별

R01 몽골 16년 몽골 B 대학교 여자
R02 몽골 9년 몽골 B 대학교 여자
R03 미얀마 12년 미얀마 C 대학교 여자

R04 이란 6년
사설 한국어교육

기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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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방법

평가 도구 설계

-실험 참여자 선정

-연구 방법, 채점자 협의 방안 설계

-과제 및 채점 기준표/기술어 작성

문헌 연구

구분 채점자 시기 인원 방법

채점

시행

예비 채점
몽골 B 대학 교수

몽골 B 대학 교수

미얀마 C 대학 교수

이란 D 기관 강사

2022.3.17. 4명

-평가 오리엔테이션 진행

-채점 기준표 숙지

-TOPIK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 글 6편 채점

본 채점 2022.3.25 4명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글 15편 채점

-채점 결과 비교 및 점수

부여 근거 토의

추가 채점 2022.4.2 4명

-채점 기준 재정립

-최종 점수 도출

-협의 과정 성찰
구분 연구 내용 방법

양적

분석
다국면 라쉬

모형

-채점자 측정치를 보고하는 요약 도표 분석

-채점자 내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 측정

-채점자-구인 간 상관관계 및 편향 분석

FACETS 프로그램

질적 분석
채점자

협의

-가시적인 요소 중심의 협의

(텍스트, 채점 기준 및 점수 척도 해석)

-주관적 기준에 의한 협의

(채점자와 학습자 특성의 인지를 바탕으로 점

수 부여 근거/점수 결정 과정의 정합성 협의)

귀납적 접근법 기반

주제 분석 모델

(Braun & Clarke,

2006)

<표 Ⅰ-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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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언어 쓰기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제2언어 쓰기 평가

1.1. 쓰기와 쓰기 능력의 개념

쓰기는 문자를 익히기 위해 단순히 낱말을 따라 쓰는 것에서부터 고등 사고 과정

을 거쳐 논문을 작성하는 일까지 매우 광범위한 행위를 일컫는다. 이처럼 방대한

쓰기의 범위는 쓰기라는 개념을 하나의 정의로 명확하게 규정짓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쓰기는 ‘문어(written language)’로 구성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쓰기의 개념을 구체

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Brown(1994)에서 제시한 구어와 변별되는 문어의 특징

을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항구성(Permanence): 구어는 일시적이며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면 문어는 영

구적이고 읽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다.

⬝생산 시간(Production time): 필자는 일반적으로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 계획하

고 검토하고 단어를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반면 화자는 대화가 지속되

는 동안 아주 짧은 순간에 자신의 발화를 계획하고 표현하며 전달해야 한다.

⬝거리(Distance): 필자와 독자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 놓여 있다. 보통 면대면으

로 의사소통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공유된 맥락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지

만, 필자 측에서는 훨씬 더 많은 명료함이 요구된다.

⬝철자법(Orthography): 화자에게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

가 많다(강세, 억양, 음높이, 음량, 휴지 등). 반면 필자는 화자에 비해 정보를 제

한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다.

⬝복합성(Complexity): 문어는 훨씬 더 긴 절과 더 많은 종속절들로 특징지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구어는 잉여적인 반복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등위접속사

로 연결되는 훨씬 짧은 절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형식성(Formality): 쓰기는 보통 사회적, 문화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말하기보

다 더 형식적인 경향이 있다.

⬝어휘(Vocabulary): 문어 텍스트는 구어 텍스트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다양

한 어휘가 쓰이고 낮은 빈도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역사가 수 천 년이나 되는 오래된 고문서도 보존이 잘 되었다면 현대인들에게 전

해질 수 있다. 하지만 말로 전달된 이야기나 노래, 가르침 등은 발화되는 순간 소

멸되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거나 글로 기록되지 않는 한 긴 시간 동안 보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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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이러한 특성은 바로 문어의 항구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글이 쓰이는 순

간 사라지지 않고 독자에게 영원히 읽힐 수 있다는 것은 글을 계획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특징과도 이어질 수 있다. 말하기는 즉각적인 면대면 소통 맥락에서 사용되

는 기능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발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신 화

자와 청자가 상호의 역할을 전환하면서 서로의 발화를 보충하고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족한 의미를 보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쓰기 상황에서는 필자

가 독자와의 시⸱공간적 거리에 기대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틈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글을 계획하고, 작성하는 동안

글이 의도한 바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지 성찰하고, 글쓰기가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구어 상황에서보다 결과물을 산출해

내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제공되는 특성에 더해 필자가 작성한 글로써만 독자에게

의견이 전달되므로 언어적 특징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된다. 이는 문

어의 복합성과 형식성, 그리고 엄격한 철자, 문법, 어휘 사용을 유발한다.

이상 문어의 특징을 종합하여 쓰기의 개념을 규정짓자면 쓰기는 글짓기나 작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문자 언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나 행위,

즉 의미를 지닌 문어 텍스트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문제의

발견 및 해결, 의미의 창조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쓰기 능력이라고 규정한다(진대연, 2004:4). 쓰기 능력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Tribble(1996)과 Hyland(2003)가 분류한 쓰기 능력의 하위 기능을 살

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위 학자들은 쓰기 능력에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맥락 지식(context knowledge), 언어 체계 지식(language

system knowledge), 쓰기 과정 지식(writing process knowledge), 장르 지식

(genre knowledge)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쓰기 능력의 하위 기능

내용 지식 주제 영역에 포함된 개념들에 대한 지식

맥락 지식

필자가 특정 독자를 위해 적절한 텍스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맥락에

대한 지식이자 새로운 텍스트가 어떻게 읽힐지에 대한 맥락에 대한

지식

언어 체계

지식
과제 완성을 위해 필요한 언어 체계(어휘, 통사) 영역에 관한 지식

쓰기 과정

지식

구체적인 쓰기 과제를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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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쓰기 능력의 하위 기능(신상근, 2010:240)

각 하위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면 필자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히 인지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맥락 지식을 발휘하여 글이 읽히는 상황과 예상 독자를 구체적

으로 상정하여야 올바른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Brown(1994)이 정리

한 문어의 특징 목록에서 확인하였듯이 문어가 사용되는 맥락은 필자와 독자 간 시

⸱공간적 거리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상

대방의 반응에 따라 발화를 조절할 수 있는 구어와 달리 글쓰기 맥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상 독자에게 필자의 주장, 경험, 감정 등을 의도대로 전달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

성해야 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때문에 전달상

오류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필자에게는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

된다. 필자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표현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통사 구조와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쓰기 능력

에 언어 체계 지식이 포함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쓰기는 필자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예상 독자에게 의도한

바를 명쾌하게 전달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기능이다. 말하기와 같이 상대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 표현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는 글쓰기

전 단계, 글쓰기 단계, 글쓰기 후 단계에 필요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글의

명료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쓰기 과정 지식이 풍부한 필자일수록 양질의 글을

산출해낼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쓰기 교수⸱학습 환경에서 쓰기 과정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 따르면 장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뤄지는 영역으로

(이관규, 2021:252), 언어 공동체가 전형화된 담화 유형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주세형, 2006:169). 예를 들어, 특정 형식이나 내용을 포함한 텍스트들을 설명

문, 논설문, 소설 등으로 분류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장르는 실현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필자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장르를 파악하여 해당 장르에서 기대되는 내용, 구성, 형식적인 특징 등을 충

족시켜 쓰기를 수행해야 한다.

이상 Tribble(1996)과 Hyland(2003)의 논의를 정리하여 쓰기 능력은 어떤 하

위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다. Bereiter(1980)는 필자가 우수한 쓰기

장르 지식
장르의 의사소통 목적과 특정 맥락에서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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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질의 쓰기를 이루는 다음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①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데 막힘이 없어야 한다.

②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③글쓰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과 관습에 통달해야 한다.

④예상 독자 및 글을 쓰는 상황과 글의 주제를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⑤우수한 글에 대한 감상력과 비판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⑥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ereiter의 목록에서 쓰기 능력에 필요한 요소를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 ③은 각각 쓰기의 특성에 맞는 문어체 사용, 글의

계획과 구성, 글쓰기 규칙과 관습 이해를 의미한다. 특히, ①과 ③은 언어 체계 지

식이 의미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필자는 글쓰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어체만의 특징을 파악하여 구어에서 사용되는 어투를 지양하고 다소 형식성을 갖

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 ⑥은 쓰기 능력 안에 글쓰기 맥락과 주제 간 연

계 능력, 글 감상 및 비판 능력, 내용 조직 및 표현에 대한 사고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내용 지식과 맥락 지식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필

자는 자신의 글이 어느 대상에게 어떤 맥락에서 읽힐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내용을 구성한 후에는 필자 본인의 생각이 명쾌하게 전달될 수 있

도록 글의 구성을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적절한 언어 표현을 선택하여

내용 전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글에 대한 개념을 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필자가 양질의 글을 작성하고, 또 이를 비판적인 시선에

서 검토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글의 개념은 Bereiter가 제시한 바와 같이 보편적인 특징들을 공유

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각 언어권마다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모어 화자와 제2

언어 화자는 글쓰기 맥락에 놓였을 때 ‘요구, 배경, 학습 방식, 쓰기 전략’에서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 이전 교육 경험, 제2언어

숙달도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Reid, 1993:774). 이 중에서 언어와 문화가 제2

언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도 하나 반대로 문화가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즉, 서로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필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좋은 글에 대한 상이한

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된다(Zhao, 2015:38). 이때 제2언어 교사들

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 형성된 L2 쓰기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학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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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쓰기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L2 쓰기의 독특한 본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L1 쓰기 이론의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해진다. Carson(2001)은 학습자가 L1의 교육적 맥락에서 읽고 쓰는 법을 어

떻게 배웠는지 교사가 이해해야 제2언어 쓰기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문식성 습득

(literacy acquisition)에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

다. 즉, L1 쓰기의 본성 속에서 인지, 발달, 사회, 문화, 교육, 언어 관련 잠재적

특징을 탐구할 수 있어야 L2 쓰기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것이다(Silva, 2001:201).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좋은 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자면 중국인들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전

에 대해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사자성어로 된 속담, 격언, 관용구를 많이 외우

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제를 반복적이고 가변적으로 다루어 주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각 문단을 주제와 관련지으며 우회적으로 발달시켜 나

가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는 중국인의 순환적 사고방식과 중국 고전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 양식의 암기 및 모방의 영향을 받아 갖추어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Hu,

2014:56). 영어권에서 선호되는 글쓰기 방식은 중국식 글쓰기 방식과 달리 설득

력 있는 주제문에서 시작하여 뒤따르는 각 문단이 중심 생각을 구체적으로 받쳐주

는 분명한 주장을 내포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선적이고 직접적인 구조를

띤다. 따라서 영어권 문화에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좋은 글의 특성으로 묘사된다

(Kaplan, 2001:17). 하지만 같은 영어권 안에서도 영국과 미국에서 인식하는 좋

은 글의 인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영국식 쓰기는 미국식 쓰기에 비해 구어

적이거나 작가와 독자 간에 소통하는 듯한 상호적 색채가 옅으며, 글쓰기 과정에서

더 많은 편집 및 수정을 요구한다. 또한, 영국식 쓰기는 동사의 명사화 및 전치사

구, 그리고 많은 전문용어(jargon-ridden style)를 쓰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양하

고, 더 격식 있으면서도 덜 추상적으로 쓰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로 쓰인 글에 존재하는 언어 간 내재적 차이가 문법과 글쓰기 양식의

체계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Biber, 1987:116).

이처럼 각 문화권마다 선호하는 글쓰기 방식이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필자

의 출신 언어적 배경에 따라 고착된 쓰기 방식이 존재한다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2언어 쓰기 교수⸱학습 맥

락에서 학습자의 쓰기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1.2. 제2언어 쓰기 평가의 원리

제1언어 교육에서 쓰기 학습은 학습자4)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의 다른 특화된

4) 쓰기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는 학습자(learner), 수험자(examinee), 응시자(test-taker),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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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해 다시 학습하는 것과 같다. 제1언어 쓰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언어 자원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기 때문에 쓰기가 저학년부터 학교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어도 기본 단계에서부터 쓰

기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1언어 쓰기 교육은 상대적으로 특정 문화 안

에서 표준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제2언어 교육 상황에서는 학습자 집단, 학습 목적, 사용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1언어 쓰기 교수⸱평가 상황과 차별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제

2언어 학습자 집단은 나이, 교육 수준, 제1언어 문식성, 교실 밖에서 현실 세계가

쓰기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Bernhardt(1991)가 제시

한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요구사항 목적 쓰기 유형

아동

비주류 집단 구성원
(이중언어 프로그램 소속)

학술적

‘학교’의

쓰기 기능

생존
재현, 조직/재조직,

창안/생성
주류 집단 구성원
(집중 훈련 프로그램 소속)

능력 향상 재현, 조직/재조직

성인

비주류 집단 구성원,

이민자 신분

당면한 기능적

문식성 기술

업무 현장에서의

생존

재현, 조직/재조직,

창안/생성

준임시적인 학술적 상태 학술적으로

‘교육된’ 언어

기능

대학교의 고급과

정 학위 취득

(석/박사)

재현, 조직/재조직,

창안/생성

주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
(전통적 외국어 학습자)

교육이나 직무

능력 강화, 흥미
재현, 조직/재조직

<표 Ⅱ-2>. 제2언어 학습자 집단과 쓰기 유형(Bernhardt, 1991)

제2언어 학습자 집단은 <표 Ⅱ-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비주류 그룹에 속한 아동으로, 제2언어 환경에서 이중언

어를 배우는 학습자이다. 이들은 학업 및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우수한 제2언어 능력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집단은 주류 그룹에 속한 아동 학습

자인데 이들은 모어 환경에서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학습한다. 집중적인 언어 수

업을 받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첫 번째

집단처럼 학습 언어가 생존에 필수적이지는 않다. 두 집단의 공통점은 제1언어 능

력이 아직 발달 중이며,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쓰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집단은 비주류 집단 소속 성인 학습자로, 대부분 이민자 신분을 일컫는다. 이

들의 모어는 제2언어보다 위상이 낮은 경우가 많고, 모어 능력도 많이 발달하지 않

았다. 이들은 업무 현장에 적응하여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2언어를 학

(participant) 등 학자들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취도 평가의 맥락에
서 한국어 쓰기 평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을 ‘학습자’로 일컫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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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므로 직업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기능적 문식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집단은 제2언어 환경에서 대학 학위를 받기 위해 언어를 학습하는 고급 수준

의 학습자로, 모어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제2언어 학습을 요구한

다. 따라서 학술적인 글쓰기 등의 상위 능력을 학습하는 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집단은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자로, 이들이 제2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흥미를

충족시키거나 교육 및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싶어서이다.

이외에도 제2언어 사용 맥락에서 글을 쓰는 기회나 능력은 제2언어의 습득 단계

나 수준, 제1언어와 제2언어 사이의 상대적 유사점과 차이점, 광범위한 의사소통

언어로서 제2언어의 역할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2언어 학

습자 집단의 쓰기 요구는 인지적 요구와 의사소통적 기능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Weigle, 2001:30).

이처럼 제2언어 쓰기 교육의 대상, 요구, 목적 등이 단일하지 않아 복잡성을 띤다

는 특수성은 제1언어 쓰기 교육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제2언어 쓰기 교육 설계의

요구로 이어진다. 김호정(2007)은 제2언어 쓰기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다

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흔히 L2로의 글쓰기는 L1을 통해 이미 습득된 것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2언어 학습자가 작성한 글은 모어 화자의 글

과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1언어 쓰기 맥락에

서는 이미 숙달도를 갖춘 성인 학습자에게도 제2언어 쓰기 교육은 필요하다. 둘째,

제2언어의 문법 지식이 우수한 제2언어 쓰기 능력으로 곧바로 전이되지 않는다

(Hinkel, 2002:181-182).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쓰기 활동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언어 기능 간 다소의 독립적

인 수행 능력 때문에 유창한 제2언어 읽기 능력이 자동적으로 쓰기의 유창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L1 쓰기의 유창성이 성공적인 L2 쓰기를 담보해주지 않으며, L2 내

에서 높은 수준의 문법 지식과 읽기 능력을 갖췄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우수

한 제2언어 쓰기 수행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요소들의 개입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L2 맥락에서 쓰기를 산출하는 과정을 묘사한

Manchón(2009)의 논의를 참고하여 위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보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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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2

[그림 Ⅱ-1]. 언어 간 쓰기 특징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Manchón, 2009)

[그림 Ⅱ-1]에서 왼쪽 상자는 필자가 제1언어와 제2언어 맥락에서 받은 쓰기 교

육과 경험, 규율적(disciplinary) 지식 및 훈련을 내포하는 필자의 문식성 배경

(literacy background)과 관련 학문 지식을 나타낸다. 경험을 통해 필자가 얻은

배경지식은 쓰기를 실행하고 결과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하지만 글을 쓰

기 위해서는 쓰기에 관련한 메타지식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습득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을 내재화시켜주는 충분한 쓰기 연습과 경험을 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그림 속 상자에서 원으로 뻗은 화살표는 필자 개개인을 의미하는

데, 이때 각 필자가 갖게 되는 인식은 쓰기 과정에서 받은 훈련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인식, 선호, 가치, 언어 능숙도와 같은 개인적 요소들 중 필자는 어떠한

특징이 쓰기 맥락에 흡수되거나 전이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쓰기 맥락은 사회

적 환경, 청중(독자), 장르, 과제, 주제를 포함하는 큰 원으로 표상되며, 오른쪽에

겹쳐 있는 두 원은 필자가 산출해낸 L1 텍스트와 L2 텍스트를 의미한다. L1과

L2 텍스트가 공유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두 원 사이의 겹침의 정도는 필자 개인적

인 요소와 L1과 L2 쓰기 교수 및 경험이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위 그림은 L1에서 L2 쓰기 능력의 전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보여줄 뿐

만 아니라 유동적인 사회적 조건과 개인 필자의 인식과 관련된 쓰기 수행의 역동적

인 본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L1과 L2의 기능 영역들이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

속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Manchón, 2009:43-44).

Manchón(2009)의 논의 중 L1에서 L2 쓰기 능력의 전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로 제시된 사회적 맥락과 장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전술했듯 제2언어 학습

자들은 언어적 배경과 문화에 통합된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성격, 학습 방식 등이 모어 화자들과 다르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제2언어 쓰기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기대받고 있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적으

로 결정된 쓰기 관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정 문화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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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장르 지식은 쓰기 평가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자 문식성

(essayist literacy)’을 가지고 있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게 글쓰기를 수행

한 필자들에게 불리함을 준다. 하지만 담화의 권력은 모든 배경의 학습자와 공유되

어야 하며, 이러한 당위성에 의거하여 제2언어 쓰기 교육에서 담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장하도록 글쓰기를 둘러싼 사회맥락적 지식과 장르 지식 또한 교수해야

하는 것이다(Hamp-Lyons, 2002:11-12).

이처럼 제2언어 쓰기는 제1언어 쓰기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교수해야 하는 영역에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제2언어 학습자들이 교

수⸱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 학습자가 요구하는 쓰기 능력의 수준에 이르렀는

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2언어 쓰기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내용의 설계 또한 중요

한 입장을 갖는다. 앞서 Hinkel(2002)과 김호정(2007)이 제시하였듯이 쓰기 능

력은 오로지 쓰기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제1언어 또는 다른 기

능 영역에서 습득한 내용과 별개로 제2언어 쓰기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술한 제2언어 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2언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쓰기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을 토대로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행

위라고 받아들여지지만, 과연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범위는 채

점자마다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평가 대상이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채

점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각 분야마다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종래의 교육평가에서 전제하고 있던 학습 및 학습자관은 심리측정

학(psychometrics)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심리측정학은 개개인이 학습 과정을 거

침으로써 어떻게 변화하는지보다는 이미 갖추어진 능력이나 특성의 개인적인 차이

에 더욱 주목한 심리학의 하위 분야이다(Shepard, 1991). 개인의 능력 간 차이를

강조한 심리측정학에 근거를 둔 평가의 이론과 기법들은 어떤 능력이나 특성의 연

속선상에서 학습자들을 서열화하여 선발하는 분류 작업에 주력하였다(백순근,

2002). 따라서 쓰기 평가 초기에는 학습자들을 위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항 제

작의 용이성, 채점의 경제성, 채점 결과의 높은 신뢰도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간접 평가 형식을 선호하였다. Diederich(1974)는 간접 평가의 유형으로 학습자

들에게 긴 읽기 지문을 독해하도록 하는 시험을 설계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 쓰기

능력을 가장 유사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의 등장으로 기존의 학습자관과 대비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

었다.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학습자관은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 교

육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가의 방법을 수행평가와 같은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백순근, 1995; Baek, 1994). 특히 인지심리학에 근거한 학

습자관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교수-학습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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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면서 평가는 학생들의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습 과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문적인 흐름에 따라 수행평

가(performance assessment) 방식이 쓰기 평가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지필 검사가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해진 답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간

접적으로 학생들의 지식 및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수행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수행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행평가를 ‘참평가

(authentic assessment)’, ‘대안 평가(alternative assessment)’, ‘직접적 평가

(direct assessment)’, ‘역동적 평가(dynamic assessment)’, ‘자기 반성적 평가

(self-reflective assessment)’, ‘과정 평가(process assessment)’ 등으로 지칭

하기도 한다(남명호, 김성숙, 지은림, 2000:28).

수행평가의 개념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상위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Cronbach(1971:26)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수량적 척도

나 범주 체계의 도움을 받아 기술하는 체계적인 절차’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Slater(1980:3)는 검사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에 ‘행동’이라는 용어의 조작 방법이

중요한 변인임을 지적하였다. 즉,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의 특성, 요청되는 반응의

유형, 행동이 보이는 조건들을 규정함으로써 행동의 개념을 조작하는 것은 수행평

가를 다른 검사와 구별해 주는 기술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수행평가의 특수성에

기대어 Fitzpatrick과 Morrison(1971:238)은 수행평가를 ‘특정 준거 상황이 평

범한 지필 검사에 의해 나타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실제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특정 준거 상황은 앞서 Cronbach가 제시한 ‘범주 체계’이자 간단히 설명하면

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지칭한다.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수행 능력

과 지식 또는 기능의 학습 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맥락에 ‘과정

과 산출’이 포함된다. 이에 Fitzpatrick과 Morrison은 수행평가라는 용어가 ‘수행

과 산출 평가’를 함의한다고 정리하였다.

이상 수행평가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제2언어 평가 맥락에서 수행평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자면 제2언어 수행평가의 발생 배경은 두 가지 접근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1960년대 이전에 인사선발과 직업교육 등 특수 목적의 맥

락에서 실제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한 접근법을 외국어 맥락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의식이 확

산되면서 언어 능력의 개념화와 실제 의사소통 사례들의 표현에 영향을 받아 수행

평가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제2언어 맥락에서의 수행평가는 언어가 지니는 수행의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평가

자체의 잠재적 목표물로서의 역할 때문에 다른 맥락의 수행평가와 구별된다.

Kenyon(1992)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통적인 지필 평가식 언어 검사와의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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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형적인 외국어 수행평가의 특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수행평가는 피험

자의 수행과 평정자의 판단 과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추가되어 전통적인 지필 평

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McNamara, 1996; 채선희 외 2003).

    전통적인 고정 반응평가 수행기반의 평가

도구 → 점수 평정자

↑ ↓ → 평정(점수)

피험자 척도

↓

수행

↑

도구

↑

피험자

[그림 Ⅱ-2]. 수행평가의 특성(Kenyon, 1992)

위 그림을 보면 전통적인 고정 반응평가는 대개 선택형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답안이 존재하여 채점 결과에 끼치는 채점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

다.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피험자는 측정 도구를 통해 자

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수치화된 점수를 부여받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와

반대로 수행기반의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추정해야 하므로 ‘피험자의 수

행’과 ‘채점자의 판단 과정’이라는 두 요인이 추가된다. 피험자가 서술형 과제를 통

해 쓰기를 수행하면, 채점자는 채점 기술어(descriptor) 또는 채점 구인

(construct)을 나름의 기준으로 해석하여 피험자의 수행을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

한다. 이러한 수행평가의 특성을 통해 쓰기 평가에서 피험자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역할 또한 지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언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 채점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행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적인 능력

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제2언어 쓰기 평가의 방법

제2언어 평가 맥락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학습자의

쓰기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가 있다. 간접 평가는

과거에 많이 사용된 평가 방식으로, 글을 평가하는 주요 범주(내용, 조직, 표현, 맞

춤법과 문법)별로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등의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손다혜, 2011:19).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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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해 표준화가 가능하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시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실행과 채점이 용이하다

(송다혜, 2018:12-13).

하지만 간접 평가는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결

국 쓰기의 질은 철자 오류를 수정하고 문법상의 오류를 찾고 바른 문장과 틀린 문

장을 구별하는 학생의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김라연,

2007:5)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이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교수⸱학습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만을 파악하는 기능만 강조되어 평가 내용과 교수⸱학습 목표와의 불일치 현

상을 초래하였으며,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 고등 정신기능의 신장에는 소홀하

였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되었다(임승권, 임인재, 1983). 이에 덧붙여 백순근

(2002)은 선택형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선택형 검사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나,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력, 판단력, 통합력, 정

보수집력 및 분석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둘째, 선택형 검사로는 학생들의 인지구조의 변화나 이해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 어려우며,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Glaser, Lesdgold & Lajoie,

1987).

셋째, 선택형 검사에서는 출제자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지 중에서만 정답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비록 학생들이 교과서나 교사의 수준을 능가하여 더 좋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넷째, 선택형 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비교적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하기

쉬운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정의적인 영역이나 심동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게 된다.

다섯째, 선택형 검사는 제공되는 답지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본질적으로 추측의 요인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의 실제 언어 수행을 평가하는 직접 평가 방식이 주목

을 받기 시작하였다. 직접 평가는 개방형 시험 문항, 작문 과제, 프로젝트, 포트폴

리오 등 학습자의 구체적인 학습을 증명할 수 있는 산출물에 대하여 평가자가 직접

검토함으로써(Allen, 2004; Allen, 2008)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교사가 측정하

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타당도가 높으며, 교사에

게 학습자가 수업의 결과로 어떤 기능, 능력, 지식, 속성을 배웠는지에 대한 직접

적인 증거(Kelly, 2011)를 제공해주고, 학습자가 학습한 것과 학습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주고 학습의 정도를 알려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MSCHE, 2007).

수행평가의 기법에는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 시험, 실기 시험, 실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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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면접법, 관찰법,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조한무, 1998:17). 이러

한 평가 방법들은 수행평가의 본질5)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며, 수행평

가가 전제하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평가 상황에서 제대로 구현될 때 비로소 수행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 방법에 속

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평가 방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

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개별 평가 방법들이 수행평가의 본질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Ⅱ

-3>은 개별 평가 방법들이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연속선상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동일한 평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교과목의 특성이나 평가하

고자 하는 능력의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

을 주지해야 한다(백순근, 2002:61-62).

<표 Ⅱ-3>.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방법의 분류

이 중에서 쓰기 수행평가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와 포트

폴리오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서술형 평가 혹은 논술형 평가란 영어의 에세이 테스트(essay test)를 번역한 것

으로, 흔히 ‘주관식 평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 평가 방식은 학생으로 하여금 출제

자가 제시한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의견 등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다.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력, 판단력, 통합력, 정보 수집력 및 분석력 등 고등 사

5) 백순근(2002)은 수행평가의 본질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고 지도, 조언, 충고하기 위한 평가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행평가 본질의 구현 정도 평가 방법 비고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들임

실기시험, 실험⸱실습법, 관찰법
면접법, 구두시험, 토론법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법
포트폴리오
연구보고서, 프로젝트법
논술형
서술형
단답형

보통 수행평가 방법

에 포함시키지 않음

완성형(괄호형)
선다형

연결형(줄긋기형)

진위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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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백순근, 2002:63).

2)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습자들이 발전시켜 온 수행 및 성취

과정, 그리고 향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물들을 계획적으로 수집한 자

료이다(Hibbard 외, 1996). 교실 내 평가 방법으로서 활용되는 포트폴리오는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수행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한다.

둘째, 체계적⸱조직적인 계획 아래 제출 내용을 결정한다.

셋째, 제출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한다.

넷째, 제출해야 할 산출물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의 의사가 각각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를 위한 채점 준거와 채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과 평정 후 얻어진 결과에 대한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야 한다(남명호, 김성숙, 지은림, 2000:69).

하지만 직접 평가 방식은 개별 채점자가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을 채점하는 과정에

서 채점자의 성향이나 채점 시 참고한 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간접 평가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

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직접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채점자 교육과 계량적인 분석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답이 정해지지 않은 개방형 문항들은 주로 종

합적 채점 기준 또는 4-6점의 척도를 가진 분석적 채점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은 에세이 또는 이와 유사한 개방형 평가식 과제 채점 시 채점자

의 판단에서 기인하는 측정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량적 채점 과

정의 틀을 제공한다는 효과를 갖는다(Cooper, 1984; Johnson 외, 1998).

이와 같이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의사소통 중

심 교수법이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인기를 얻음에 따라 학습자의 실질적인 산출물을

평가하는 직접 평가가 상대적으로 교육의 효용성을 더 많이 인정받게 되었다.

2. 쓰기 평가에서의 신뢰도

2.1. 신뢰도의 개념

수험자들은 평가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내면화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기도 하지만, 공인된 평가 점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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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부여받고 입시, 취업, 승진 등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이유로 교실 상황에서 사용되는 형성 평가와 성취도 평가와 이보다 더

큰 맥락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 도구는 수험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통하여 그 점수를 사용하는 이들이 수험자의 언어 능력, 업무 능력 등을 성

공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 추론은 채점 과정이 적절한지, 평

가가 의도한 대로 구인을 적용하여 채점했는지, 채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지와

같은 가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Kane, 2013:25).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

은 신뢰도가 전제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점수가 안정적이고 일관적

으로 부여되어야만 채점 과정이 적절하고 채점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적절성과 정확성이 채점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으로 담보된다면

채점의 일관성은 채점자 엄격성, 채점자 편향, 그리고 채점자 신뢰도와 같은 자질

을 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Trace, Janssen, Meier, 2017:6).

다시 말해 평가 상황에서 다루는 신뢰도의 개념은 평가 도구 또는 채점자가 수험

자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로서 채점자, 수험자, 실

시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평가 도구 또는 채점자가 수험자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이전의 채점 수행 결과와 수용 가능한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측정치를

산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성태제 1995; 이소라 2002; 허유리 2014).

Brown(2003)은 외국어 평가를 구성하는 원리로 실용성, 신뢰도, 타당도, 진정성

(authenticity),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를 제시하였다. 이 중 신뢰도는 수

험자 관련 신뢰도, 채점자 신뢰도, 시험 시행 신뢰도, 시험 신뢰도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채점자 신뢰도는 채점을 수행하는 주체인 채점자와 관

련된 신뢰도로서, 채점자 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와 채점자 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로 구분할 수 있다.

2.2. 신뢰도의 분류

2.2.1. 채점자 내 신뢰도

McNamara(1996)는 채점자 변인의 차원을 채점자의 엄격성 또는 관대성, 채점

영역의 난도(학습자의 수준, 과제의 난도, 채점 기준의 복잡도), 채점 척도 해석

양상, 자기 일관성의 네 영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네 가지 차원은 채점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점자 관련 요소로, 이를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채점의

타당도와 공정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중 채점자가 반복적으로 채점

을 수행하게 될 때 채점 결과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자기 일관성 영역은 특히



- 36 -

채점자 내 신뢰도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다.

채점자 내 신뢰도는 한 명의 채점자가 과제와 수험자 변인 등 평가 맥락과 무관하

게 일관된 채점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어떤 채점자가 동일한 과제 또

는 수험자의 능력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고도 채점 결과에서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일 때 채점자 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채점자는 자신이

수립한 점수 판단 근거의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험자의 능력에 따라 타당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채점 기준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긴 시간

채점이 이루어지면서 채점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의 저하됐거나, 학생의 지난 수행

이나 학습 태도 등에서 비롯한 편견 등 다양한 변인으로 인해 채점자 내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허유리, 2014:14).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채점자 내 신뢰도인

개인의 일관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채점 수행의 시기에 따라 동일한 채점자에게서

상이한 채점 결과가 산출될 우려가 발생한다. 채점자 개개인이 부여한 점수가 채점

이 수행된 맥락에 의존하여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면 다른 채점자와 비교하였을

때도 상호 간 유사한 채점 결과를 부여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채점자 내 신뢰

도는 채점자 간 신뢰도 추정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채점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능력이라는 점에서 채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특성이다(성태

제, 2002:137).

2.2.2. 채점자 간 신뢰도

작은 규모의 교실 평가 상황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습자들의 과제를 채점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평가 결과의 파급력이 강한 고부담 시험이나 대규모 평가에서는 수

험자의 수가 많을뿐더러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채점자가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채점자들은 보통 독립적으

로 채점을 수행한 후, 평가가 종료되면 다른 채점자와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데 이

때 둘 이상의 채점자가 동일한 수험자와 과제 등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가진 채점 양상을 보일 때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Harris(1993)는 채점자 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채점의 객관성, 과제

/문항의 수 및 난이도, 피험자 또는 채점자의 동질성, 채점 속도, 채점자의 수, 구

인의 적용 범위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채점을 수행해야 하는 문항의 수가 적고

채점의 난도가 쉬운 초급 수준의 글을 채점할 때는 채점자에게 인지적 부담이 낮게

작용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채점자 간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수

준의 학습자가 섞여 있거나 채점 시 참고해야 하는 구인의 수가 많아 여러 가지 요

소를 반영하여 수험자의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면 채점자의 주관성이 복잡하게 작용

하여 상호 유사성을 확보하는 것이 난해할 수 있다. 채점자의 수 또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수행평가의 경우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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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이때 적은 수의 채점자가 점수 결정에 합의를 보는 것과 많은 수의 채점

자가 합의하는 것 중에서 후자가 더 어려운 작업일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채점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요인이 채점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

제하고 어느 맥락에서든 채점자들이 산출한 채점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일치도

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높은 채점자 간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채점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일해야 한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능

력이 너무 많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개별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면 통일성 없는 채점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채점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내용 해석 양상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개별 채점자가 해석하고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상세히 정의된

채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행평가는 채점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

므로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에 일정 수준의 통일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채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채점자는 채점 준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

다. 이는 개별 채점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주관적인 인상 또는 편향된 기준이

아닌, 제시된 채점 준거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많고 잘 훈련받은 채점자의 모집이 필요하다(Shapley & Bush, 1999;

이소라, 2002). 최연희(2013) 또한 고경력의 교사가 저경력의 교사보다 높은 신

뢰도를 보이므로 경력이 많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채점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채점자 교육을 통해서 초보 채점자가 전문 채점자의 채점 양

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채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Cohen,

1994).

상술한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 조건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채점 예시 자료

를 통한 연습을 제시할 수 있다. 채점자들은 본 채점을 수행하기 전에 예시 자료를

채점함으로써 평가가 의도하는 채점 기준과 점수 판단 과정을 이해하고, 동료 채점

자들과 채점 결과를 비교하고 의논하며 점수 결정에서 공동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

다. 그리고 종합적 채점 기준 또는 분석적 채점 기준과 같은 채점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들 수 있다. 각 기준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

행되었는데, Breland(1983)는 채점자 간 신뢰도 지수는 순서대로 분석적 채점,

종합적 채점, 원자론적(atomistic) 채점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높게 산출된다고

밝혔고, 주요 특성, 분석적 채점, 종합적 채점 기준을 사용하여 비교한

Huot(1990)는 종합적 채점 기준을 사용했을 때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낮게 도

출되었지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2.3. 신뢰도 측정 방법

2.3.1. 채점자 내적 일치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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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의 쓰기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평가 및 기타 실기시험 등 채점

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언어수행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 문

항에 대한 수험자의 이분 반응(dichotomous response)보다는 다분형 문항 반응

에 근거한 문항반응이론 모형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등

장한 Rasch 모형(Rasch, 1960; Wright, 1968)은 문항반응모형의 이론에 근거

하여 문항에 대한 수험자의 반응을 수리적 공식에 의하여 추정한다. 하지만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수험자의 추측을 고려하는 다른 문항반응모형들과 달리

Rasch 모형은 기본적으로 문항 난이도만을 포함하여 수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문항반응모형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세 개의 모수 중에서 문

항 난이도만을 고려하는 1-모수 문항반응모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모형이 근본적

으로 3-모수 모형과 달리 발달되었으며 모형에서 사용하는 기호들도 다르기 때문에

1-모수 문항반응모형이라기보다는 다른 문항반응모형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Rasch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지은림, 채선희, 2000:15).

다국면 Rasch 모형은 Rasch 모형을 확장하여 수험자의 수행을 관찰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면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수험자의 과제 수행을

토대로 채점을 수행하는 채점자를 세 번째 국면으로 추가하였는데, 참조 틀(a

frame of reference)을 구성함으로써 양적 비교가 수험자가 어떤 채점자에게 어

떤 평가 항목에 의해 평가받았는지에 의존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Linacre,

1989:1). 다국면 Rasch 모형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왼쪽 항 log(Pnjix/Pnjix-1)는 수험자 n의 관찰점수를 나타내는데, 분모 Pnjix

는 수험자 n이 문항 i에 대해 채점자 j로부터 x점수를 얻을 확률을 뜻하며, 분자

Pnjix-1는 수험자 n이 문항 i에 대해 채점자 j로부터 x-1점수를 얻을 확률을 말한

다. 수험자 n의 관찰점수는 Bn에서 Cj, Di, Fx를 뺀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Bn은 수험자 n의 능력, Cj은 채점자 j의 엄격성, Di는 i 문항의 난이도,

Fx는 x-1 점수에서 x 점수 또는 x=1,M으로 오르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다국면 Rasch 모형이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로지트

측정치(logit measure)로, 이는 어떤 문항에 대해 맞고 틀릴 확률을 자연로그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로지트 측정치로 변환된 수치는 문항 국면의 경우 개별

문항의 난이도(item difficulty)에, 채점자 국면의 경우 개별 채점자의 엄격성

(rater severity)에 그리고 수험자의 국면의 경우 개별 수험자의 능력(ability of

individual candidates)에 해당한다. 다국면 Rasch 모형은 이처럼 문항의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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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채점자의 엄격성, 개별 수험자의 능력과 같은 다양한 평가조건을 모두 고려하

여 수험자가 문항에 응답할 확률을 측정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는 적합도 지수(fit statistics)이다. 그중에서도 내적합 지수(infit

statistics)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수치로(McNamara, 1996), 문항,

채점자, 수험자 등이 모형 안에서 가장 전형적인 관찰값과 어느 정도로 일치된 양

상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한 결과이다. 내적합 지수는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채점자, 수험자의 잔차(residuals)가 지닌 크기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일반적으로 내적합 지수는 내적합 평균 제곱(infit mean square)과 z표준

값(z-standardized value)이라는 두 가지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은

하, 2015:316-317). 보통 내적합 표준지수가 +2 이상을 보인 채점자의 채점 양

상은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수준에서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일관성

이 부족하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채점자는 부적합(misfit)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

다. 반대로 내적합 표준지수가 –2 이하6)인 경우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관성 정

도가 지나치게 적합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적합(overfit) 양상

이라고 부른다(신동일, 2001:260).

Linacre(1989, 1996)는 Rasch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채점 결과를 양적

데이터 수치로 전환하여 분석할 수 있는 FACET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ACETS 프로그램은 다분형(polytomous) 자료와 채점자 엄정성, 문항의 난이도

및 편향성 등 여러 가지 국면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채점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요

약도표(summary map)와 수험자의 능력(ability), 채점자(rater), 시험 항목

(item) 등의 각각의 국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여러 도표를 통하여 제공한다

(Eckes, 2011; McNamara, 1996). 특히 FACETS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전적

인 통계 방법에 비해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Bond & Fox, 2007:146).

<표 Ⅱ-4>. 두 채점자 간의 신뢰도(상관 관계 1.0)

6) 부적합 및 과적합 양상을 구분하는 내적합 표준지수의 수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된다. 예를
들어, Lunz & Stalhl(1990)의 경우 내적합 표준지수가 1.5보다 크면 부적합, 0.5보다 작으면
과적합하다고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는 4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수험자 채점자 A 채점자 B
1 7 6
2 6 5
3 5.5 4.5
4 5 4
5 4.5 3.5
6 4 3
7 3.5 2.5
8 3 2
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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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를 보면 채점자 A가 비교적 관대성을 띠며 두 채점자 간 점수가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채점자 간 상관관계 계수는 1.0으로 측정되어,

이는 채점자 간 일치도가 완벽하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관계수

는 수험자의 점수가 같은 순서(rank)로 부여된 결과로부터 나온 것뿐이다. 즉, 고

전적인 통계기법에서 제시한 상관관계 계수는 채점자 간 신뢰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FACETS 프로그램은 부정확한 채점자 간 신뢰

도 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채점자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

로 제공한다(이영식, 2014:358)는 점에서 그 장점을 인정받았다.

FACETS 프로그램이 평가 맥락에서 유용성을 보이는 또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

면 다음과 같다. 시험 현장에는 채점자들의 채점 경향을 통계적으로 조정하여 이들

의 채점 편향을 분석하고 채점자 내적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

다. 채점자 주관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로부터 채점자 간 채점 결과의 차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 채점자의 엄격성 정도, 특정 문항이나 채점 영역에서의 편향적

채점 경향을 확률적으로 추적하여 채점자 교육에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에

FACETS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다. 즉, FACETS 프로그램은 수험자의 능력과

문항 난이도, 채점자 엄격성 이외에도 편향 분석(bias analysis)을 가능케 하여

원어민 또는 비원어민과 같은 특정 채점자 집단과 수험자 집단, 평가 과제나 영역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편향적 지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장소영, 신동일,

2009:12).

이상 다국면 Rasch 모형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5>. 다국면 라쉬 모형의 분석(김성숙, 2001:308)

다국면 라쉬 모형
측정 이론 근거 잠재특성 모형(latent trait model)
연구 질문 측정상황의 오차를 배제한 개별 피험자 능력 추정값

연구 목적

⦁개별 피험자 능력추정에 미치는 오차 효과 통제

⦁각 국면 효과 배제 후 능력 추정

⦁다국면 측정 상황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모형 탐색

연구 설계/모형
⦁국면: 모형 내 고유 변인

⦁모형: 주효과와 상호작용

분석 결과

⦁모형 내 모수치 추정값

⦁각 효과의 신뢰도 및 카이제곱검정

⦁모형 모수추정값 분포도

결과 활용
⦁개별 피험자에 대한 독립적 선형정보 제공

⦁오차 배제 후 피험자 능력 추정 정보 제공

제한점
⦁다국면 모형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 불충분

⦁분리신뢰도 계수 해석의 오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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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채점자 간 유사도 측정 방법

Penny, Johnson, Goldon(2000)은 채점자 간 신뢰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비율의 합의(percent

exact agreement)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근접한 비율의 합의(percent adjacent

agreement)이다. 이 두 방법은 명칭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둘 이상의 채점자가

동일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의 유사한 채점 결과를 산출해내는 비율을 산출함으로

써 채점자 간 신뢰도를 측정한다. 동일한 비율의 합의는 둘 이상의 채점자가 학습

자의 수행에 대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수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채점자 간

신뢰도 지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근접한 비율의 합의는 학습자의 수행에서 둘 이상

의 채점자가 오차 범위 1점 이내의 결과를 산출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4점 척

도를 사용하는 평가 상황에서 어떤 채점자는 2점을, 또 다른 채점자는 3점을 부여

했을 때 두 채점 결과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합의 안에 놓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관관계(correlation)라는 용어에

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지수(index)는 데이터는 보통 모집단의 수만큼 나누어 계

산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면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

(Spearman’s rho)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두 서열 변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네 번째 방법은 일반화가능도이론

(Generalizability Theory)을 바탕으로 산출 가능한 파이 신뢰 지수(Phi index

of dependability)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화가능도이론을 바탕으로 한 파이 상

관계수(phi coefficient)는 변수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여 산출될 수 있는데(Brennan & Kane, 1977;

Shavelson & Webb, 1991), 이는 채점자 간 신뢰도의 지수를 계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Cherry & Meyer, 1993). 이 지수는 GENOVA(Crick &

Brennan, 1983)와 같은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정된 변수의(approtioned

variances) 비율을 통해 계산된다.

채점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 두 가

지로 분류된다. 첫째, 평가 결과가 합격 또는 불합격처럼 양적으로 연속되지 않는

변수로 부여되어 일치도 통계(agreement statics)와 Cohen의 kappa 계수를 통

해 항목 변수를 측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1점, 2점과 같이 양적 점수가 부여되어

평가 결과가 연속변인의 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관계수법, 일반화가능도 이론,

다국면 라쉬 모형 등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한다. 채점자가 2명일 때는 상관계

수법이 자주 사용되나, 채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이나 다국

면 라쉬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남명호, 김성숙, 지

은림, 20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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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2언어 쓰기 평가 교육

3.1. 채점자 교육

3.1.1. 채점자 교육의 유형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채점자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쓰기 수행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선택형 검사와는 달리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채점자 교육 또는 채점 경험의 유무, 교수 경력, 채점 피로도 등 채점자 변인을 통

제하지 않으면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채점 결과가 산출될 우려

가 있다.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 채점 구인, 점수 척도, 과제 문항을 상이하게 해석

하고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학습자들이 채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점 결

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행평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점수 결정 과정

에서 채점자 변인을 통제하여 채점자 편향과 주관성을 제거하고 채점 결과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점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McIntyre,

1993; Weigle, 1998).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의 주관성을 조정하여 일관성 있고

수용 가능한 채점을 유도하는 협의 과정을 포함한다.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채점자들은 주어진 채점 기준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상이

한 의견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 이처럼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들이 평가 설계자가

의도한 기준에 따라 채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해준다(이소라,

2000).

채점자 교육 실시 요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점자 교육은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타당한 채점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채점자가 평가 과제, 채점 준

거, 채점 척도를 이해하고 신뢰도 높은 채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채점자 대상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자 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는데, 채점자들은 채점자 교육을 거치며 조정한 채점 양상

을 자신의 채점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점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

게 된다(Reynolds-Keefers, 2010; Rohl, 1999). 또한, 초보 채점자가 수행한

채점 결과가 전문 채점자의 채점 양상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점에서

(Cohen, 1994) 전반적인 채점자 전문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

도 존재한다.

채점자 교육의 목적은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신뢰

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채점자 교육은 각 채점자가 부여한 채점 결과의 차이를 대

폭 감소시켜줄 수 있다. 채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채점자가 산출한 채점 결과

를 동료 채점자들의 결과와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채점자들은 자신의 신뢰도 수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채점 양상을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낮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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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한 요소들을 탐색하여 조정해 나간다면 채점자들은 이전에 비해 일관성 있

는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Eckes, 2011; McNamara, 1996).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의 채점 타당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평가 분야에서 다루는 타당도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인 채점 타당도는 적절한

기준을 근거로 부여된 채점 점수가 채점 내에서(in marking) 합의를 나타내는지,

판정(measurement)에 오류가 없는지, 판정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지

와 같이 수험자의 수행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표로서 채점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

는 확신을 보여주는 정도이다(Shaw & Weir, 2007; 홍은실, 2020 재인용). 채

점자 교육은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평가 도

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 목표

를 둔다는 점에서(Davis, 2016:119) 채점자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들이 일관적인 점수를 산출하고, 채점자 간 합의

에 이를 수 있게 하며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명료하게 판단하게끔 이끈다는 점에서 언어 수행평가에서 사용되는 점

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증하는 데에 필수적이다(Fulcher, 2003). 또한, 채

점자 교육은 채점 기준표 및 용어 명료화, 채점 전략 연습, 채점 기술어

(descriptor)의 의미에 대한 합의 도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umming, 1990; Shohamy, Gordon, and Kraemer, 1992; Weigle,

1994). 이처럼 채점자 교육의 효과에 비추어 봤을 때 채점자 교육의 핵심 목표는

채점 기준에 대한 공동의 이해 구축, 시험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의 채점 기준표 해

석, 신뢰할 수 있는 채점 과정 형성, 채점자의 배경⸱경험⸱기대도⸱채점 방식 등 채점

자 특성에서 기인하는 변수 조절로 설정할 수 있다(Shale, 1996; Weigle,

2002; Lumley, 2005; Eckes, 2008).

광의의 개념으로서 채점자 교육은 상술한 바와 같은 의미상의 합의를 내포하고 있

으나, 채점자 교육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채점자 교육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

된 각 하위 범주 체계는 다뤄지는 내용 면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Woeher & Huffcutt(1994:190-193)은 채점자 교육의 유형을 크

게 채점자 오류 훈련(rater error training), 수행 차원 훈련(performance

dimension training), 참조 틀 훈련(frame-of-reference training), 행동 관찰

훈련(behavioural observation training)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채점자 오류 훈련은 채점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채점 오류인

채점자 관대성, 후광 효과(halo effect), 중심 경향성(central tendency), 대조

오류 유형을 숙지하도록 하여 채점 오류를 제거하고 효과적인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채점자들은 일반적인 채점 오류의 양상을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채

점 결과물에 비추어 성찰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게 된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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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유형인 수행 차원 훈련은 정보의 인지적 처리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채점자

가 채점을 수행하는 동안 채점 기준표를 해석하고 학습자의 산출물을 분석하는 등

의 일련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하여 채점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도한

다. 세 번째로 사회인지적 접근에서 출발한 정교한 훈련 모형인 참조 틀 훈련은 수

행 차원에서의 훈련을 강조하여 채점자들이 공동의 채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채점자 교육을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참조 틀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

은 평가 상황에 놓인 채점자들이 학습자 수행에 대하여 공동의 개념을 공유하고,

공유된 개념을 실제 채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수행의 차원과 표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학

습자의 수행을 평가하는 교육이 제공된다. 마지막 유형인 행동 관찰 훈련은 채점자

의 특정 행동을 감지하고 인식한 후 특기할 만한 사항을 회상하거나 인지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감별된 채점자의 특정 행동의 개선을 촉

구하는 채점자 교육 전략은 수행평가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신뢰도 확보의 측면에서 채점자 교육의 의의를 강조한 Weigle(1998)은 채점자

교육을 채점자 내적 일관성을 높이는 채점자 내 신뢰도 교육과 채점자들 간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채점자 간 신뢰도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채점자 내 신뢰도는 채점자

가 학습자의 산출물을 어떤 상황에서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여

러 개의 산출물을 채점할 때 피로도, 후광 효과, 기대도 등의 요인에 영향받지 않

고 동일한 수준의 엄정성을 유지할 때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채점자 내 신뢰

도 교육에서는 채점자 개인이 수행한 채점 양상을 분석하여 채점의 질을 감시

(monitor)함으로써 채점자가 일정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지 관찰한다. 관

찰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채점 일관성이 낮은 채점자는 자신의 채점 특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제공받는다(Harsh, Martin, 2012). 채

점자 간 신뢰도 교육에서는 채점자들 간 채점 결과가 일정 수준의 일치도 또는 수

용 가능한 수준의 변이를 보이는지 검토한다. 채점자들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채점

기준표와 채점 척도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를 공유하며 채점을 수행한다. 채점자 간

신뢰도 교육에서 제공되는 피드백과 관련하여 Knoch(2011)는 채점과 채점자의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은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timely) 이루어져야 하며,

채점자와의 토의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낮은

채점자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채점 시 적절한 토의 과정을 통합해야 하며

(Harsch, Martin, 2012:233) 토의 내용은 채점자가 ‘척도, 기준표, 과제’와 상

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Lumley, 2005; Weigle, 2002).

이영식(2000)은 채점자의 경력 변인을 중심으로 초보자 또는 훈련받지 않은 예비

채점자를 훈련하는 채점자 교육(marker education)과 경력 있는 채점자로 하여



- 45 -

금 의도된 채점 기준에 부합되도록 채점자 간 협의 또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통

해 공동의 채점 기준 합의에 이르게 하는 채점자 조정(marker norming)으로 분

류하였다. 채점자 교육과 채점자 조정은 수행 대상으로 삼는 채점자 군이 구분되므

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채점자 교육(marker

education)은 교수 또는 채점 경력이 부족하거나 채점자 교육을 받지 않은 채점자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점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수반한다. 채

점자들은 샘플 자료를 통해 채점 기준표와 점수 척도를 해석하고 채점에 적용하는

법을 연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각 점수대에 부합하는 학습자 능력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채점자의 채점 수준을 올리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다. 채점자 조정(marker norming)은 숙련된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협의 및 토의를 통해 채점 기준표 해석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는 작업

을 포함한다. 채점 기준표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채점자들이 평가 설계자가

의도한 채점 수행의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Fulcher, 2003), 채점자의 인

식을 표준화시켜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Weigle, 1994).

Baird, Greatorex & Bell(2004)은 두 가지 접근법에 따라 채점자 교육을 분류

하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계층형 채점자 교육이다. 계층형 채점자 교육은 채점 상

황에 주어진 채점 기준표의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채점자들에게

이미 결정된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채점자들에게 직접 채점을 요구하

지 않고 채점이 완료된 학습자의 글을 제공한다.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표에 대한

해석이나 채점된 글에 대한 분석 등과 관련하여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신 주어진 해석과 채점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머릿속에 내재화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채점자들에게 조정과 협의, 수정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확고하고 타당한 평가 도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소 엄격한 준비 및

개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토의 기반 채점자 교육이다.

East(2009)에 의해 제안된 이 접근법에서 채점자들은 평가상 핵심적인 특징들이

포함된 글을 토대로 토의를 하며 채점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확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과제가 요구하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을 적었거나, 반

대로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작성하였으나 표현상 오류가 지나치게 많

은 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무슨 점수를 줄지 채점자들 간 협의하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표와 점수 척

도, 문항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여 채점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채점자 교육은 채점자 신뢰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접

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핵심 내용 및 과정상 차이를 내포하는 다양한 세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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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채점자 교육의 과정

Herman, Aschbacher, Winters(1992:82-85)는 채점자 교육의 효과로 채점자

들이 채점 기준과 채점 척도가 의미하는 바와 과제별 핵심 구인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의 과제에 일관성 있게 채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진은 채점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다음과 같은 채점자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채점자 교육 전

에 채점자 훈련 매뉴얼(training manual)을 배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

전 교육이 끝나면 본격적인 채점 교육이 시작되는데, 채점자 교육은 다음 일곱 가

지 단계를 거쳐 시행될 수 있다.

첫째, 평가 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때 채점자들은 평가가 시행

되는 맥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다. 예를 들면, 채점자들이 부여한 채점

결과가 어떤 상황에 사용되고, 어떤 개인 또는 기관이 결과를 사용하는지 파악한

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떤 지시문과 과제를 받게 되며, 주어진 채점 가이드가 바

람직한 채점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한다.

둘째, 채점 기준표를 명료화한다. 이 단계에서 채점자들은 열띤 논의, 협의, 토론

과정을 거친다. 시험 상황에 적용될 채점 기준과 점수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한다.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와 점수 척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연습용 과제들이 부여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연습은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채점자들은 어

떤 글이 각각 높은 점수, 중간 점수, 낮은 점수를 받는지 파악하며, 특정 점수를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특징을 변별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채점 기준표와 점수

표가 명확히 정해지게 된다.

셋째, 채점 연습을 한다. 이 단계는 채점자 교육 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채

점자들은 예시 자료를 채점하고, 동료 채점자들과 채점 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한

다. 채점자들이 어느 정도 채점 기준표에 익숙해졌다고 판단되면, 더 어렵고 복잡

한 예시 자료를 가지고 고차원의 판단을 내리는 연습으로 넘어간다.

넷째, 채점 기준표(Protocol)를 수정한다. 이전 단계의 토의와 연습 채점 과정을

거치며 채점자들은 특정 예시 자료나 채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도 점수를 결정하기

어려운 채점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서 의도

한 지시문이나 과제를 잘못 이해하여 시험을 치렀다면 해당되는 모든 학생에게 대

거 감점 또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대신 전반적인 수준에 맞게 점수를 주는 것으

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제적인 채점 상황을 접

하며 채점자들은 평가 맥락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에서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는 채점 규칙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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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점수를 기록한다. 채점자들에게 채점이 끝날 때마다 학습자들의 점수를

기록하게 한다. 채점자 교육은 점수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다루기 때문이다.

기록한 점수를 바탕으로 평균 또는 총점을 계산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한다.

여섯째, 채점자 신뢰도 수치를 기록한다. 각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들이 채점자 교

육에서 허용할 만한 일관성의 수준에 도달하면 비로소 채점자 교육이 종료된다. 채

점자들이 본 채점에 임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채점

자 교육 과정 동안 채점자들의 신뢰도 지수를 기록해야 한다.

일곱째, 고려 사항들을 계획한다(Scheduling Considerations). 채점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이 본 채점에 투입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개별 채점 수행 능력과 채점도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채점자

교육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총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채점자의 경력,

채점 기준표와의 친밀도(익숙함), 채점 기준표의 의미 해석 합의에 도달하는 속도,

채점 기준표의 복잡성 정도, 부여된 과제의 질 등이 있다.

McIntyre(1993)는 채점자 교육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단계로 구성되는 경향

을 보인다고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채점자들에게 채점 기준표를 소개한

다. 채점자들은 주어진 채점 기준표를 해석하고 기준표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

면서 이를 평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는 실제

채점을 수행하는 단계로, 채점자들은 그룹을 지어 각 집단 안에서 채점을 연습한

다. 이러한 연습 채점 행위는 각 점수 단계가 의미하는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채점

자들끼리 공유하여 채점 척도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능력을 위계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또한, 평가 상황에서 채점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을 예시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산출물에 대해

서도 타당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점 수행이

모두 종료되면 채점자 그룹별로 채점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채점자들은 논의 과정

에서 본인의 채점 특성을 파악하고 수정해야 하는 채점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이

를 제거함으로써 자기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채점자 간 극단적인 차이를 제거하여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채점자 교육의 단계를 거치면 채점

자들은 채점 기준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채점자 기대도를 조정할 수 있

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Davis(2016)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채점자 교육을 설계하였다. 첫째, 시행될

평가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채점자들에게 안내한다. 채점자들은 시험이 이루

어지는 맥락과 시험 제반, 채점자 교육 과정, 채점 기준표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연습 채점을 수행한다. 채점이 완료되면 채점자들은 다른 채

점자들과 연습 채점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채점자들은 이전 단계에서 비교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채점자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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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채점 결과 또는 다양한 논의거리를 유발한 복잡한 채점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채점자들의 의견을 종합하

는 것으로 채점자 교육이 종료된다.

Weigle(2002)은 채점자 교육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채점자

들은 채점 척도와 채점 기준표에 익숙해지도록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채점 기준

표에 기술된 설명들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여 각 기준이 의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

로 예시로 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점 기준표에서 ‘주제에 대해 적절한 설

명을 제시했다’, ‘문법상 사소한 오류를 보였다’가 뜻하는 바를 이미지화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체 협의를 통해 토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채점 기준

표를 이해하는 작업을 마치면 채점자들은 모범 예시 자료를 토대로 점수 척도를 변

별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척도의 복잡성, 채점자의 수와 경험 등에 따라 3편에서

10편 정도의 예시 자료를 마련하고, 특정 문제 상황을 설정하여 대비한다. 예를 들

어, 주제에서 많이 어긋났거나, 지시문을 그대로 모방하여 썼거나, 채점 기준 간

경계에 걸쳐서 두 채점 영역 모두에서 감점될 만한 요소를 보인 글에 대해 어떤 점

수를 줄지 논의한다. 이후 각 점수 단계를 대표하는 글을 임의로 섞어서 채점을 수

행하게 한 뒤 모범 채점 자료의 결과와 교육에 참여한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가 적

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하지만 이때 다양한 채점자들이

동일한 채점 결과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채점자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채점자 교육을 수행할 때 채점자의 다

양성은 수용 가능하며 항상 완전히 상호 일치하는 채점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인

지시켜주며 채점자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 마지막은 채점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특히 눈에 띄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채점자에게 피드백 또는 추가 교육을 제공하여 다른 채점자들과 수용 가능한 수준

의 점수 일치도를 보이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채점자 교육은 ‘채점 기준표 해석-연

습 채점-최종 논의’의 3단계로 구성된 형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전 1단계에서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표와 점수 척도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예시

자료를 통해 평가 맥락에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을 논의하며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확립한다. 연습 채점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 기준표를 이해한 내용에 따라 학습자 글을 채점하고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채점 결과를 분석하며 채점자들은 자신의 채점 점수와 다른 채점 양상을 보인 채점

자와 비교하고, 채점자 신뢰도 지수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채점자들은 채점

자 교육을 성찰하고 종합적으로 채점 전반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며 교육을 마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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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채점 기준표 해석
<2단계>

연습 채점

<3단계>

최종 논의

[그림 Ⅱ-3]. 채점자 교육의 일반적인 절차

3.2.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

상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논의에서 채점자 신뢰도의 확보 방안으로 채점자 교육이

제시되었으나 채점자 교육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채점자 교육 이후에도 채점자들은 주관적인 채점 특성을 채점 과정에 반영

하여 기존의 채점자 엄격성 또는 심지어 채점 편향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McNamara, 1996; Weigle, 1998). 이는 채점자 교육에 포함된 전통적인 채점

자 간 점수 조정 과정이 채점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 및 성찰을 끌어내지 못했

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채점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점자들은 이전

에 채점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시험에 투입되기 전에 내재화된 채점 기준 세트를 재

확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정(new calibration) 작업을 거쳐야 한다(Lumley &

McNamara, 1995:69).

두 명 이상의 채점자들이 수행평가 맥락에서 채점을 수행할 때 채점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채점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

점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점수 조정 과정을 강조한 참조 틀 훈련(Woeher &

Huffcutt, 1994), 채점자 조정(이영식, 2000), 토의 기반 채점자 교육(Baird,

Greatorex & Bell, 2004; East, 2009)이 채점자 교육의 세부 유형으로 등장하

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채점자 신뢰도 확보 방안을 종합해 보자면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 및 척도가 의미하는 바와 학습자 글의 감점 요인 및 정도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의 과정을 거쳐 집단 성찰을 수행함으로써 채점 편향성을 소거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채점자들이 부여한 점수가 서로 차이를 보일 때(score discrepancy) 채

점자 간에 어느 정도의 일치도를 확보하여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채

점자 간 점수 조정 과정(score resolution)7)을 이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

성에서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이 등장하였다(Johnson, Penny, and Johnson,

2000; Johnson, Penny, Gordon, Shumate & Fisher, 2005; Penny &

Johnson, 2011; Trace, Janssen, Meier, 2017).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은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화 모델(rater mean

7) Johnson, Penny, Gordon, Shumate & Fisher(2005), Penny & Johnson(2011),
Trace, Janssen, Meier(2017)에서 쓰인 ‘score resolution’을 직역하여 사용하였을 때 의미상
혼란이 생길 수 있는바, 의역하여 ‘점수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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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균등화 모델(parity model), 제3자 개입 모델(tertium quid model),

전문가 모델(expert judgment model), 토의 모델(discussion model) 등의 다

섯 가지 하위 모델로 다시 분류된다. 제시된 다섯 가지 모델은 크게 중재자 개입

유형(균등화 모델, 제3자 개입 모델, 전문가 모델)과 그룹 논의 유형(토의 모델),

그리고 비중재 유형(평균화 모델)으로 구분할 수 있다(Johnson, Penny, Fisher

& Kuhs, 2003).

3.2.1. 평균화 모델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 중 토의 모델과 더불어 제3자의 개입이 요구되지 않는 유

일한 모델은 바로 평균화 모델이다. 평균화 모델을 점수 조정에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채점에 참여한 채점자들의 점수를 단순히 더하거나 점수의 평균

을 내어 최종 점수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채점자 섭외나 추가 채점 수행

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하기 간편한 방법이나 극단적인 점수값을 제거하거나 편향된

채점 결과를 조정하지 못하여 채점 신뢰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어렵다는 단점

을 갖고 있다.

3.2.2. 균등화 모델

균등화 모델은 채점자 간 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3의 채점자가 개입하여 기존

채점자들의 점수에 새로운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만약 기존 채점자들

의 점수가 일치하거나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면 점수들을 더하거나 평균을

내어 조작적 점수를 산출한다. 하지만 채점자들 간 점수가 상당한 불일치를 보인다

면 기존 점수에 제3자의 채점 결과를 더하거나 평균을 내어 점수 차이를 조정한다

(Wolcott, 1998). 따라서 균등화 모델에서는 모든 채점자의 점수가 동일한 비중

을 유지한 채 새로운 조정된 값을 산출한다.

3.2.3. 제3자 개입 모델

두 명의 채점자가 수행한 채점의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때 제3자 개입 모

델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3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채점을 수행한 후 자신

과 채점 결과가 가장 유사한 채점자의 점수를 자신의 점수와 합산하거나 평균을 내

어 조작적 점수를 산출한다(Weigle, 1998; Myford & Wolfe, 2002).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3의 채점자가 두 명의 채점자의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점수

만 두 배를 곱한 값을 조정된 점수로 산출하기도 한다(Cherry & Meyer, 1993).

이처럼 제3자 개입 모델은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채점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채점자들보다 전문 지식이 더 많은 채점자의 개입이 요구된다(LeMahieu,

Gitomer & Eresh, 1995; Wolcoot, 1998). Hieronymus 외(1987)는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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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는 채점 및 채점자 교육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각 점수 단계를 나타내는 학

습자의 다양한 수행 양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점수 조정을 위하여 다른 채점

자들과 분명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하

자면 제3자 개입 모델의 사용은 기존의 채점자들이 산출한 원점수가 중재자의 새로

운 점수와 결합될 때 극단적인 점수를 완화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3.2.4. 전문가 모델

전문가 모델은 기존 채점자들보다 전문가가 내린 판단이 학습자의 숙달도를 정확

하게 측정해준다는 신념에 따라 설계된 모델이다. 제3의 채점자가 점수 조정에 참

여한다는 점에서 제3자 개입 모델과 유사하지만 기존 채점자들과 비교했을 때 풍부

한 채점 경력이 있고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갖춘 전문가의 개입을 요구한

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제3자 개입 모델은 중재자의 점수를 기존

점수에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점수를 점수 조정에 활용하지만, 전문가 모델

에서는 기존 점수를 전문가의 점수로 완전히 대체하여 원점수가 역할을 완전히 상

실하게 된다. 즉, 전문가가 채점한 점수가 최종 조작적 점수가 되는 것이다

(Johnson, Penny & Johnson, 2000; Penny, 2003). 이 모델에서 원점수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가의 점수가 극단적인 값을 보일지라

도 원점수는 채점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Johnson,

Penny & Gordon, 2005).

3.2.5. 토의 모델

토의 모델은 점수 간 불일치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를 상호

검토하고, 모범 채점 자료의 점수와 비교한 후, 초기 채점 점수의 부여 근거를 뒷

받침할 수 있는 특징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최종 점수 합의에 도

달하기 위해 채점자 간 토의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enny and

Johnson, 2011:223). 중재자 개입 유형에 속한 균등화 모델, 제3자 개입 모델,

전문가 모델은 점수 조정에 관여하는 제3의 채점자의 역할이 다소 중요하게 작용하

는 반면, 토의 모델은 채점에 참여하는 모든 채점자의 비중이 동일하다. 또한, 채

점자 간 점수 차이를 수학적 계산으로 해결하지 않고, 점수차를 유발한 요소를 각

채점자의 사고 과정 안에서 탐색한 후 의견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점수를 조정하

고자 한다. 상이한 점수가 도출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은 채점자들이 조정된 점수를 부여하는 데에 사용하는 내적 점수 결정 과

정에 어느 정도의 합의된 이해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토의 모델

은 채점자들이 수행하는 채점의 맥락이 바뀌어도 채점 기준에 대한 내재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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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게 되었으므로 높은 내적⸱외적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토의 모델(discussion model)을 제시

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안내하였다.

Moss 외(1997)는 토의 모델을 제시한 초기 연구로, 점수 조정을 위한 채점자 간

토의는 다음 여섯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채점자가 학습자의 수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초기 주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여

기서 채점자들은 다른 채점자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인의 채점 특성이

드러나는 채점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를

본인의 것과 비교를 하며 점수 부여 근거를 상호 검토한다. 상이한 의견이 첨예하

게 대립하면 채점자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

는 세 번째 단계와 상대방의 채점 근거가 빈약함을 드러내는 반박 예시를 제시하는

네 번째 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거나 반박한다. 이후 다섯 번째 단계에서

는 이전 단계들에서 제시된 채점 근거를 정리하여 논리성의 강약을 가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information source)을 검토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 채점자들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토의 모델은 채점자

간 점수 조정을 위하여 해당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Johnson, Penny,

Gordon, Shumate, Fisher(2005)의 후속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

Johnson, Penny, Johnson(2000)에서는 채점자들이 개별적인 채점을 수행한

후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인 학습자의 글을 위주로 토의를 진행한다. 채점자

간 토의에서는 채점 근거와 그에 따른 점수 판단 과정이 드러난 모범 예시 자료의

채점 결과와 각 채점자의 채점 근거를 비교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러

한 과정을 거치며 채점자들은 완전히 동일한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채점 결과상

최소한의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 합의된 점수를 향해 초기에 부여한 점수를 조정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East(2009)와 Penny, Johnson(2011)도 채점자 간 토의를 위하여

모범 자료의 채점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채점자들은 채점 수행을 마친 후에 채점

기준표에 사용된 용어를 상호 검토하여 의견을 좁혀 나가는데, 조율이 더 이상 힘

든 상황에서는 모범 자료에서 수행한 채점 결과를 참고하여 각 채점자의 채점 결과

와 비교한다. 이후 다시 학습자 작문의 특징을 검토하며 채점자가 내린 초기의 판

단을 반박할 증거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채점자들은 최종 점

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race, Janssen, Meier(2017)도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과정을 내

포한 토의 모델 기반의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다음 여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째, 채점자들은 주어진 채점 구인에 따라 채점을 수행한 후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에서 다른 채점자들과 결과를 비교한다. 셋째, 상이한 채점 결과에 대하여 각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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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한다. 넷째, 채점 기술어

(descriptor) 정교화 및 예시 채점 자료 참고 작업을 동반한 협의를 수행한다. 다

섯째, 협의 과정을 거치며 점수를 유지하거나 다른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에 동화되

거나 완전히 새로운 점수를 부여할지 논의한다. 여섯째, 협의를 모두 마치고 최종

점수를 결정한다.

이상의 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계들을 정리하여 토의 모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채점자 협의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주장 
개별 형성

채점 결과 
상호 검토

입증할 수 있는 
채점 근거 제시

반박할 수 있는 
채점 근거 제시

채점 기준 정교화
-예시 자료 참고

합의
도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림 Ⅱ-4]. 채점자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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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쓰기 채점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 방법

1. 채점 도구 구안

1.1. 쓰기 과제 문항

제2언어 또는 외국어교육 맥락에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

떤 쓰기 과제를 부여해야 이들이 본인의 주장, 경험, 감정을 유창하고 응집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모

어에 비하여 목표어 구사 능력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모어의 쓰기 맥락에서 요구되

는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제2언어 평가 맥락에 맞추어 과제의 난이도를 조

절해야 한다(Peyton, Staton, Richardson & Wolfram, 1990). 일반적으로 제

2언어 쓰기 평가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 즉 과제를 읽고 과제가 본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시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

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통제된 글쓰기 과제를 먼저 제공한다(Hughes, 2003).

이후 학습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제2언어 구사 능력이 갖춰졌을 때 자유로운 글쓰기

과제를 부여한다.

자유로운 글쓰기의 과제는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 재료

(language material)를 조직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게 설

계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제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동안 학습했던 어휘와 문법들을 올바르게 조합하여 전체적인 내용

의 응집력과 통일성을 갖추는 것을 추구한다. 쓰기 과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

전적인 자극은 학습자들이 글을 쓰고자 하는 동기를 더욱 강력하게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객관식 형태의 시험 유형들과 차별되는 장점이다(Heaton, 1989:137). 따

라서 학습자들이 과제에서 분명히 규정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개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쓰기 과제 문항은 학습자들이 다뤄야 하는 주제

및 내용과 쓰기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의 수준과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쓰기 과제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다. 과제의 주제를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은 매우 다양

하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모든 학습자가 주제에 접근 가능

한 정도(accessibility)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Weigle,

2002:91). 예를 들어, 학습자의 성별, 문화, 배경지식, 전공 등에 따라 특정 학습

자가 내용을 구성하기 더 수월한 주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

으면 학습자의 쓰기 능력 이외의 요소가 쓰기 수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

습자들이 산출한 글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쓰기 과제의

주제를 정할 때는 모든 학습자가 선행 조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과제를 완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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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갖도록 일반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좋은 필자는 주어진 주제에 개인적인 관점을 투영시켜 글의 표현을 더욱 완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Britton 외, 1975; Moffett, 1981).

Moffett(1981:129)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목소리

를 내어 주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접근하기 용이한 일반적

인 주제에 더해 학습자가 개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면 학습자들

은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일 수 있으며 과제를 더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주제는 글의 전개를 위해 필자에게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제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리고 근거의 타당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담

에서 비롯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글을 채점해야 하는 채점

자들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부여하여 채점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Wolcott, 1998).

본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국적이 다양한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으로, 모

두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의 국적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한국어 수준에도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요소가 과제 작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Hinkel(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전공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피실험자

들은 모두 대학 진학을 하였으며, 대학 전공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사항들을 고

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가 특정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치중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주제로 인식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근거에 따

라 본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제공한 쓰기 과제는 아래와 같다.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여러 조건을 고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공

이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분야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공에 관련된 직업의 수가 많고 취업의 기회가 넓은 전공 분야

를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당신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이유와 예시를 들어

서술하십시오.8)

<과제>

8) Hinkel(2004)은 원어민 영어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가 학문적 글쓰기 상황에서 시제, 상, 태 사
용 및 오류 빈도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15명의 원어민 화자와 631
명의 비원어민 화자를 모집하여 미국 대학의 배치 및 진단평가에서 이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수집
하였다. 비원어민 화자들의 TOEFL 성적은 527점부터 617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미국에서 최소 3년간의 작문 수업 및 최소 1년간의 집중적 학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2년간 대
학에서 학업을 수행한(academic college training)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다. 비원어민 피험자
들의 국적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랍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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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점 기준

1.2.1. 채점 기준표

언어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중에서 간접 평가는 문항 개발의 용이성과 채점의 공

정성 및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나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명료하게 측정

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학습자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특정 기능 또

는 학습한 어휘⸱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만을 측정하는 언어 평가 맥락을 벗어나

학습한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맥락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측정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직접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직접 평가의 세부 실시 방식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총체적 채점, 분석적 채점, 주

요 특성 평가(primary trait assessment)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채점 방식

은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점 수행의 주체는 시험의 목

적, 학습자에게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채점 결과가 사용되는 맥락, 채점자와 학

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맥락이나 현

실적인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채점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채점 결과

의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세 가지 채점 방식 중에서 주요 특성 평가는 학습자가 특정 목적에 적합하

게 글을 쓴 정도 또는 예상 독자를 고려한 정도 등 소수의 특징만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평가 방식이다. 제2언어 쓰기 평가에서 주요 특성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면

주제가 충분히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였는지 등 특정 요

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글을 채점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서

지나치게 한정된 특성만을 평가할 수 있어 학습자의 전반적인 쓰기 능력을 측정하

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실제 채점 상황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쓰기 평가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

점 방식의 정의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채점 기준표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채점 방식의 채택 근거를 제시하겠다.

1) 총체적 채점

총체적 채점(holistic scoring)은 쓰기는 단일 독립체이며, 쓰기의 고유한 자질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 척도에 의해서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텍스트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관점(White, 1985; Weigle, 2002;

Hyland, 2002; Wiseman, 2012)을 반영하고 있다.9) 총체적 채점 방식을 사용

하는 채점자들은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글을 하위 항목별로 나누

9) Holistic scoring is a global approach to the text that reflects the idea that writing
is a single entity which is best captured by a single scale that integrates the
inherent qualities of th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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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공유하여 글쓰기의 전체성을 분리하여

채점하면 사고와 표현을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믿는다(오세영,

2013:187). 이때 채점자가 글의 하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인상 평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래 <표 Ⅲ-1>은 Hyland(2007)가 제시한 총체적 채점의 기준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체적 채점 방식은 하나의 글을 하위 요소로 쪼개어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인 글의 인상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표 Ⅲ-1>. 총체적 채점 기준표(Hyland, 2007:228)

이처럼 총체적 채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글은 쪼개어진 기능들의 총합 이상’이라

는 전제를 공유한다. 따라서 분석적인 기능들로 점수를 매길 경우 그 하위 기능들

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채점자가 분석적인 요소들에 따라 학습자

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

자의 모든 글을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배향란, 1995:283)는 입장을 지지

한다.

또한, 총체적 채점 방식은 쓰기 능력에 따라 학습자의 서열을 매기는데 아주 타당

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채점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채점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채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도 하다

(Cooper, C & Odell, L, 1977:13). 이에 Bauer(1981)는 분석적 채점을 실시

하여 학생들의 쓰기 과제를 채점했을 때 총체적 채점보다 2배의 채점자 교육 기간

점수 채점 기준

A

⦁주제가 매우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고 글이 잘 조직되고 일관성이 있다.

⦁어휘 선택이 뛰어나고 문법적인 오류가 거의 없다.

⦁철자와 구두점의 사용이 올바르다.

B

⦁주제가 분명하고 글의 구성이 괜찮은 편이며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편이다.

⦁어휘 사용은 좋은 편이고 단지 사소한 문법적 오류가 있다.

⦁약간의 철자 및 구두점 사용 실수가 있다.

C

⦁주제가 나타나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

⦁글의 구성이 잘 조직되어있지 못하고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보통의 어휘 사용 수준이다.

⦁몇몇 중요하고 사소한 문법적 오류들이 있고 철자 및 구두점 사용에 실수들이

많이 있다.

D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글의 전개와 관련이 없다.

⦁글의 구성은 매우 약한 편이고 일관성이 비교적 없는 편이다.

⦁어휘 사용은 빈약하고 문법적 오류가 자주 보인다.

⦁철자 및 구두점 오류가 잦은 편이다.

E

⦁주제가 없고 글의 구성이 매우 빈약하며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어휘 사용이 매우 빈약하고 문법적 오류들이 매우 자주 보인다.

⦁철자 및 구두점 사용에서 오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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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배의 채점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힘으로써 총체적 채점의 경제성

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총체적 채점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많은 학자

들에 의해 지적받았는데, 우선 총체적 채점은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진단적 피드백

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수자는 글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토대로 채점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글에서 드러나는 약점이나 고쳐야 할 문

제점, 또는 조명받아야 할 장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지 못한다

(Hamp-Lyons, 1995:760-761). 총체적 채점은 글을 하나의 전체적인 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드러나는 장점

이나 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총체적 채점에서 사용되는 채점 기준표는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학

습자들을 서열 매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총체적 채점은 효

율적이고 경제적이나 이를 토대로 산출된 채점 결과는 해당 시험을 응시한 그룹 간

점수를 비교(percentile rating)할 때만 활용 가능하다. 즉, 과제, 학습자 능력,

채점자가 동일하게 구성된 상태에서만 채점 결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총체적 채점 방식이 채택된 채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용성

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총체적 채점 결과는 학습자 간 서열만 제공해줄 뿐 학

습자의 언어 능력의 정보를 제공하는 절대적 가치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도 상대적인 순위 말고는 유용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직면하고

있다.

또한, 총체적 채점을 채택하였을 때 채점자들은 주어진 구인(construct)에 따라

학습자의 글을 채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느낀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토대로 학습

자의 쓰기 능력을 추정하기 때문에 채점자 신뢰도가 낮게 측정된다는 지적을 받기

도 한다(White, 1983:406-407). 채점자들이 학습자의 글을 채점할 때 기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점자의 주관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채점자가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시간 간격을 둔 다른 상황에서 채점을 수행하였을 때 또는 동일한

과제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채점자들이 채점을 수행하였을 때 학습자의 쓰기 능력

이외에 채점자 편향성, 주관성, 비일관성 등 채점자 내 요인뿐만 아니라 채점자 외

적 조건의 통제 부족이 유발한 채점 피로도 등의 요소가 채점자의 내적 일관성과

채점자 간 일치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총체적 채점은 학습자의 실제 언어수행 능력에 대한 진단적 정보 제공 부

족, 채점 결과의 일반화의 어려움, 낮은 채점자 신뢰도에 대한 우려라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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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적 채점

분석적 채점(analytic scoring)은 글 작성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하

여 각 영역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들의 총합을 내는 방법이다(지은림

1999:12). 채점자는 주어진 채점 준거에 따라 학습자자 작성한 글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분석적 채점 준거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표 Ⅲ-2>와 같다.

학자 채점 준거

Diederich
(1974)

내용의 표현

맞춤법(어법, 절차, 구두법)

조직과 분석

어휘와 문단 만들기

문체

Cooper
& Odell
(1977)

1) 일반적 질

필자의 역할

문체 및 어조

중심 자질
배경

연결주제

2) 어법, 문장 구조, 맞춤법

어휘

문장 구조

용법
구두법

철자

Jacobs,

Zinkgraf,

Wormuth,

Hartfiel &

Hughey

(1981)

내용, 조직, 어휘, 언어 사용, 기술(mechanics)

Canale &
Swain(1983)

문법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담화 능력

Four Skiils
Model

(Madsen,
1983)

기술(mechanics), 어휘, 언어 사용(문법), 조직

Purves(1984)

1) 내용/사고

정보의 풍부성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관련성

추론
종합

비판적 사고

2) 조직

구조
결합 관계

통일성

3) 문체/유창성

객관성

공정성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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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시

Bachman
(1990)

문법적 능력

텍스트 능력(응집성, 수사학적 능력)

발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SSQS(1994)
10)

1) 단어의 선택과

배열

2) 형태

시제

문법
철자

3) 글의 내용

참여적 태도

대안적 관점

4) 목적/독자/어조

분명한 목적

적절한 언어와 어조

5) 조직과 발달

지지와 정교화
완성도

문단 나누기

6) 스타일

문장 구조와 간결성

참신함

Spandel
& Stiggins
(1994)

아이디어

조직

목소리

단어 선택

문장 유창성

관습

원진숙(1995)
내용, 구성, 표현

Bachman &

Palmer(1996)

문법적 능력. 텍스트 능력, 발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메타인지적 능력

이재승(2002)
내용, 조직, 표현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과제 달성, 의사소통의 질, 어휘 및 문장 구조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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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분석적 채점 기준 예시

이처럼 분석적 채점 방식은 구체적인 채점 준거에 따라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측

정하기 때문에 문어 수행 능력을 구성하는 수행의 다양한 측면을 고루 평가할 수

있으며, 발달 정도가 다른 하위 기술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김

정숙, 2010:82).

Liz Hamp-Lyons(1995:454)는 이러한 분석적 채점의 특징을 바탕으로 명칭을

‘다중 특성 채점(multiple trait scoring)’이라고 새롭게 명명하며 채점자들은 본

인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글의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적 채점은 글의 복잡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분석적 채점 방식에서 채

점자는 모범 답안에서 다뤄져야 할 세부 과제의 각 영역을 학습자가 쓰기에 골고루

반영했는지 살펴 점수를 부여한다. 따라서 쓰기 채점과 무관한 요인이나 편향 요소

들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받아 채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총체적 채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Klein et al, 1998:123).

하지만 분석적 채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때로 분석적 환원주의

(analytic reductionism)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White 1985:35).

White(1985)는 분석적 채점에 전제된 기본 개념은 각 기능이 합쳐져서 좋은 글쓰

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만, 이처럼 쓰기의 각 구성 요소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수월하게 분할되어 있다고 믿는 태도는 반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신 그는 쓰기는 각 부분의 총합 이상이며 쓰기의 하위 기능들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려는 분석적 채점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White, 1988:30).

또한, 분석적 채점 척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채점을 수행하는 것은 원자론적 방

법(atomistic method)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며, 쓰기 요소

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범주들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글의 큰 맥락에서부

터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Lloyd-Jones, 1977:35-36). 앞서 제시

한 <표 Ⅲ-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구인은 학자가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 채점이 수행되는 맥락, 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사용한 구인을 다

른 장르의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적 채점에서 사용되는 범주들은 고립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Faigley 외,

10) SSQS(Six-Subgroup Quality Scale)는 미국 대학 수준의 영어 평가에서 출발한 쓰기의 질에
대한 측정을 위해 고안된 평가 도구이다(서수현, 2008:54).

ESOL exam
과제 달성, 목표어의 의사소통 능력, 담화 구성 능력,

언어학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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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4-106). 따라서 분석적 채점은 세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인식되나 분석적 환원주의와 원자론적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상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의 특성과 함께 채점에 적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두 채점 방식을 실제 연구에 사용하였

을 때 도출된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절하게 부합하는

채점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채점자 간 논의가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한 Johnson,

Penny, Gordon(2000; 2001; 2005)에서는 총체적 채점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특정 채점자 주도로 논의가 이루어져 동등한 협의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채점 타

당도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분석적 채점 척도

를 사용하였을 때는 채점자들이 점수 부여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체

적으로 존재하였으므로 특정 채점자의 독점(rater dominance)이 일어나지 않았

다.

채점자들의 다양한 언어적 배경이 쓰기 수행평가에 미치는 채점 편향성 유발 여부

를 연구한 Johnson and Lim(2009) 또한 총체적 채점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 문

제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채점자들의 언어적 배경은 채점 편향성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채점자의 언어적 배

경이 채점 편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채점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러

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총체적 채점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원

어민 채점자와 비원어민 채점자 간 채점 양상의 차이를 비교한 Yuko 외(2015)는

총체적 채점은 채점자들이 학습자의 글을 채점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

문에 비원어민 채점자가 총체적 채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채점을 수행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도록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자는 비원어민 채점자 대상 L2 연구

에서는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Cooper(1984)는 쓰기 능력이 다소 부족한 초보 학습자에게는 글의 전체적인 인

상을 토대로 평가하는 총체적 채점 방식이 적합하나,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학습

자들의 글을 채점할 때는 글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

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적 채점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다.

즉, 분석적 채점은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진

단하는데 더 적합한 방식이며(Bacha, 2001:375), 채점자들이 동일한 채점 기준

을 적용하므로 채점 양상에 대한 공동의 이해 구축, 채점자 간 경력 차이에 의한

채점 편향의 최소화,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 출신 학생들의 쓰기 전략 이해(Cohen

& Manion, 1994:336)의 효과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 채점은 전술하였듯이 채점자 신뢰도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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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분석적 채점을 적용하였을 때 채점자 간 신뢰도 수치가 0.8 또는 그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제시되었다(Perkins, 1983; Alderson and

Beretta, 1992; Gamaroff, 2000). Weir(1990)는 채점 전 채점자 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교육의 즉각적인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도 총체

적 채점보다 분석적 채점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았다고 밝혔으며, Bauer(1981)

또한 총체적 채점이 비용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지만 분석적 채점을 사용하였을 때

채점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분석적 채점 방식은 분석적 환원주의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으나, 실

제 채점 맥락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채점자 간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본 연구는 점수 조정 과정 모델

의 하위 유형인 토의 모델을 적용하여 비원어민 채점자 간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자 하는바 한 명의 채점자가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모든 채점자가 동등하게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적 채

점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정부, 기업, 학교 단위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

인에게 가장 큰 의사 결정력을 갖는 한국어시험으로서 공인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대규모 평가로, 외국인 학습자와 비원어민 채점자에게 익숙한 평가 체계이다(박수

현, 2020). 한국어교육을 실행하는 다수의 기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운

영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이 실험 대상자들의 과제 작성 및 채

점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평가 범주와 평가 내용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채점 기준표에서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에 사용된 추상적인 용어들을 해석하고 이

를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 단계를 변별하는 내적 사고 과정과 주관적인 점수

부여 근거를 다른 채점자와 협의하고 공동의 개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하므로 채점 척도에 수정을 가하였다11).

11) 이에 대해서는 같은 장 1.2.3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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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 평가 내용

내용 및

과제 수행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언어 사용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사회언어학적

기능

⬝구어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나 문법(종결형, 어미, 조사 등)을 사용하

지 않고 문어의 특성을 살려 글을 썼는가?

<표 Ⅲ-3>.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적 채점 기준표

1.2.2. 채점 기술어

교수자가 채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성취도 평가 상황에서 학습자의 과제

수행 양상에 대해 채점 기술어를 활용하여 언어 능력의 발달을 측정하는 작업은 다

수의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Norris, Brown, Hudsn & Yoshioka,

1998; Wigglesworth, 2008). 채점 기술어는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수행 능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채점 결과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 양상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에게 일반적인 언어 교수 맥락에서 사용

되는 공통 언어 참조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추

후 처치 교육 계획의 수립에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Jang, Wagner & Stille,

2011:11). 이는 채점 기술어의 사용이 언어 교수 환경에서 교수와 평가에 긍정적

인 환류 효과를 야기함을 의미하여 결국 평가의 핵심 주체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공고히 다져진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학습자의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접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채

점자가 점수에 개입할 여지가 많아짐으로 이어진다. 이때 채점자 신뢰도를 확보하

고 채점자들의 채점 결과에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술어를 사

용하여 점수 척도를 상세히 구분하고 각 점수 단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규정짓는

작업이 요구된다(Knoch, 2011:93). 평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할 때

채점자가 학습자의 글을 반복적으로 채점하거나 다수의 채점자가 채점에 참여하여

도 채점 결과의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서 채점 기

술어의 작성은 세세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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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2003:48)는 채점 기술어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1) 추상적 서술(abstract formulation), (2) 구체적 서술

(concrete formulation), (3) 객관적 서술(objective formulation).

추상적 서술(abstract formulation) 방식은 각 점수 단계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특징의 존재 정도에 따라서 형용사 또는 부사와 같은 수식어구(qualifier) 또는 ‘많

은(a lot)’, ‘약간의(some)’, ‘조금(a few)’과 같은 수량사(quantifier)를 사용하여

각 척도를 구분한다. 각 점수 단계를 구분하는 동일한 구에 수식어구와 수량사를

변경하여 기술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언어 시험에서 사용된다.

추상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기술어를 작성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면,

Shohamy 외(1992)는 ‘원어민에 가까운(near native)’, ‘거의 없는(few)’, ‘일관

된 오류(consistent)’, ‘빈번한 오류(frequent)’, ‘나쁜(poor)’, ‘완전히 부정확한

(entirely inaccurate)’ 용어들을 사용하여 6점 척도를 구분하였다.

Cohen and Olshtain(1993)은 ‘굉장히 적절한(fully appropriate)’, ‘대개 적절

한(mostly appropriate)’, ‘약간 부적절한(some inappropriate)’, ‘아주 부적절

한(much inappropriate)’, ‘계속하여서 부적절한(continuous inappropriate)’

등 형용사의 긍정, 부정형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변형하면서 5개의 점수 단계

를 구분하였다.

Capel 외(1995)는 ‘완전히(fully)’, ‘좋은(good)’, ‘양호한(fair)’, ‘제한적인

(limited)’, ‘굉장히 제한적인(very limited)’을 사용하여서, Bachman &

Palmer(1996)는 ‘완전한(complete)’, ‘폭넓은(extensive)’, ‘보통의(moderate)’,

‘제한적인(limited)’, ‘전혀 없음(no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5점 척도의 기술어

를 작성하였다.

대규모 영어 평가인 ‘the Test of Spoken English(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95)’는 ‘거의 항상(almost always)’, ‘일반적으로(generally)’, ‘다소

(somewhat)’, ‘일반적으로 없는(generally not)’, ‘없는(no)’으로 5개의 점수 단

계를 구분하였다.

구체적 서술 방식은 각 점수 척도를 두드러지게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척도별 핵심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명료

성(explicitness)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각 기술어는 전후 단계의 기술어와 동일한

구를 공유하는 의미적 연속체(semantic continuum)를 형성하지 않는다. 대신 각

연속적인 단계가 핵심 과제 또는 수행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기술어에 포

함한다. 따라서 채점 기술어가 실제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접근법의 장점인

데, 이는 채점자 간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척도별로 각기 다른

기술어를 작성하고 각 단계에 특정 기술어가 할당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

하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Lantolf & Frawley, 1985) 일반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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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언어 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CEFR)에서 제시된 기

술어를 차용하여 각 평가 체계의 특성에 맞는 점수 척도별 기술어를 제시한다.

객관적 서술 방식에서는 오류의 수 또는 과제에서 요구한 정보가 드러난 정도 등

식별 가능하고 셀 수 있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점수 척도를 구분한다. 이는 말하기

나 쓰기를 발화당 단어 수나 오류가 없는 발화 당 단어 수 등 객관적인 특징의 관

점에서 분석하는 전통적인 채점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객관식 서술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면 Raffaldini(1988)가 제시한 아

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수 채점 기술어
9 오류 없음
8 사소한 오류 1-2개
7 주요한 오류 1개
6 주요한 오류 2개 또는 주요한 오류 1개와 사소한 오류 1개
5 주요한 오류 3개
4 주요한 오류 4개
3 주요하거나 사소한 오류가 많지만 응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2 심각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응답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1 응답 내용이 구조적으로 거의 정확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움

<표 Ⅲ-4>. 객관식 서술 방식 기반 채점 기술어(Raffaldini, 1988)

<표 Ⅲ-4>에 제시되었듯이 각 점수 단계는 채점자들이 구조나 어휘 등의 영역에서

오류를 쉽게 셀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채점자의 주관성을 줄이

려는 노력에도 채점자들은 주관적인 결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주요한’과 ‘사소한’

을 나누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조작적 의도를 위해 양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작업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

요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상 채점 기술어를 작성할 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정리하

였다. 각 접근법은 나름의 효용성에 따라 많은 연구에 적용되었으나, 개인 연구에

의 적합성, 개발의 경제성 및 연구 목적에의 부합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상적 서

술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6

점의 채점 척도12)를 구분하기 위하여 추상적 서술 방식을 기반으로 내용 영역을

예시로 들었을 때 아래 <표 Ⅲ-5>와 같이 ‘매우 충실하게’, ‘충실하게’, ‘비교적 충실

하게’, ‘보통 수준으로 충실하게’, ‘충실하게 다루지 못함’, ‘전혀 충실하게 다루지 못

함’ 등의 부사와 장형 부정어를 사용하여 채점 기술어를 작성하였다.

12) 채점 척도를 1점부터 6점까지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같은 장 1.2.3절에서 제시하도록 하겠
다.

척도 기술어
6점 주어진 과제를 매우 충실하게 다룸. 주제와 매우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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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본 연구에 사용한 채점 기술어의 예시

1.2.3 채점 척도

쓰기 평가가 이뤄지는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을 수준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학습자의 쓰기 능력과 같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측정하는 수행평가의 특성상 채점자들이 높은 신뢰도

를 확보한 채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위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양적 등급의 수는

제한적이다. Pollitt(1990)는 채점 척도 속 점수 단계의 수는 신뢰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시험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쓰기

평가가 5개 또는 그 이상의 채점 척도들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구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질적 능력의 양적 분별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 속에서도 학

습자들의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13)와 같은 일반적

인 채점 척도들이 꾸준하게 개발해왔으나 척도를 몇 가지의 점수 단계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4점 척도에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10점 척도 또는 11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이상우, 2016:34). Cummins and Gullone(2000)의

경우에는 5점 혹은 7점 이상으로 척도를 확장하는 경우 시험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감도(sensitivity)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TOEFL과 같은

대규모 언어 시험에서는 6점 척도를 사용하는 등 시험의 목적이나 중요성, 수험자

의 수와 수준, 채점자 전문성과 시험 설계자의 신념 같은 요소들이 채점 척도의 다

13) 학습자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습자가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채점자에게 기준점을 제공하는 척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척도가 바로 리커트 척도(Likert, 1932)이다. 리커트 척도는 채점자가 결정한 점수가 학습자의
능력을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학습자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는 데 효율적인
척도라고 알려져 있다(Spector, 1987). 또한 척도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수
행평가 맥락에서와 같이 정의적 영역의 측정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되는 척도이다(김선미, 박찬호,
2020:272).

주어진 내용을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5점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다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

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4점
주어진 과제를 비교적 충실하게 다룸. 주제와 비교적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됨. 주어진 내용을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3점
주어진 과제를 보통 수준으로 다룸. 주제와 보통 수준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보통 수준에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2점
주어진 과제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다룸. 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내용으

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어느 정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함.

1점
주어진 과제를 거의 충실하게 다루지 못함. 주제와 거의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어진 내용을 거의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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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유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점수 척도의 단계를 구분하는 정도는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의 수에 따른

수행의 범위와 시험 점수의 결과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후자의 경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저부담 시험(pass/fail decision)에서는 적은 점수 단계

가 필요하겠지만, 배치고사 또는 고부담 시험의 경우 더 많은 점수 척도가 요구될

것이다. Bachman and Palmer(1996)는 채점 결과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며, 개별 채점자가 동일한 점수에 항상 합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해야 할 능력보다 더 많은 점수 척도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채점자의 경

력 또한 점수 척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경력이 많은 채점자들은 학습자

의 능력을 더욱 세세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적은 채점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점수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도 높은 채점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접근법과 다른 관점을 적용하여 본 채점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

채점을 수차례 실행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점수 척도

단계를 결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Weigle, 2002:123). 다수의 채점자들을 예비

채점에 투입하여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점수 척도를 사용하여 채점을 수행

토록 한 후, 주어진 점수들을 모두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 점수 단계에서 요구하

는 학습자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예비 채점 결과 채점

자들이 6개의 척도 중에서 4개의 척도만을 사용하여 채점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드

러나면 두 점수 척도를 삭제하거나 채점 기술어를 재작성하여 각 점수 단계가 두드

러지게 구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채점 척도를 둘러싼 의견들은 이와 같이 실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실제 평가에서

도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Hamp-Lyons & Henning(1991)

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할 채점 척도를 정하였다. Hamp-Lyons &

Henning(1991)은 대학 수준의 쓰기 평가에서 학습자들을 채점할 때 6점 척도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만약 6점 이상의 너무 많은 척도를 사

용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글의 수준을 각 점수 단계별로 구분해야 하는

채점자에게 큰 인지적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6점 척

도를 사용하면 채점자가 학습자가 작성한 글 안에서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요

소를 채점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 점수를 택하는 전략

을 방지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채점자들이 채점을 세분화하여 수행

하는 데에 용이함을 준다는 채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김수현, 김영주, 2018: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쓰기 과제를 채점자들이 리커트 6점 척도

를 사용하여 채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 69 -

2. 채점자 협의 과정 구성

본 연구는 2장에서 제시한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 중 토의 모델을 적용하여 비원

어민 채점자들의 채점 양상 및 점수 조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기존의 토

의 모델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절차에 협의 과정을 두 차례 추가하여 채점자의 점수

부여 근거를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세 차례의 협의를 거치며 채점자들이 본인의

주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키는지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집단적

성찰을 통한 채점자 신뢰도의 확보 및 채점 오류 소거 여부 양상을 확인하도록 하

겠다.

토의는 협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국립국어원, 2020), 토의 모델에서 채

점자 간 점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의 과정을 제시한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molik, 2008).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설계하기 이전에 협의의 개념을 탐구해보자면 협의는 두 명 이상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해가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은 모순되는

(contradictory) 의견들을 밝힌 후 새로운 대안을 만들거나 탐색하는 타협의 과정

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Pruitt, 1981:1).

Druckman(1978)은 협의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협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에 대한 동의

둘째, 협의에서 추구할 최종 목적에 대한 합의

셋째, 협의에서 수행할 행동에 대한 합의(certain rules of conduct)

넷째, 협의 주제 및 내용 상세화

다섯째, 협의 방법(formula) 합의

여섯째, 협의 내용의 세부 사항 합의

협의의 개념과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협의는 참여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적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Druckman이 정리한 협의의 과정에 따르면 첫 번째 과정부터 네 번째 과정에 이

르기까지는 의도에 맞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듬는 준비 작업을 수행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협의를 이루는 제반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협

의 주제로 설정된 문제에 접근하는 세부적인 의견 차이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뒤따

른다. 협의 참여자들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반박하면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때 1) 상대가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때, 2) 모든 참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도

출되었을 때 협의가 종료된다(Stevens, 1963:11).

2장에서 제시한 [그림 Ⅱ-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의 모델 이론을 기반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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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기존의 채점자 협의 과정은 ‘초기 주장 개별 형성 – 채점 결과 상호 검토 –

입증할 수 있는 채점 근거 제시 – 반박할 수 있는 채점 근거 제시 – 채점 기준

정교화 – 합의 도달’ 등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협의를 이루는

미시적 과정(microprocess)은 이와 같은 단선적 구성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Snyder and Diesing(1977)에 따르면 협의 참여자들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 단계를 겪는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명

료하게 정리한 후 자신이 제기한 주장을 상대에게서 방어하고 상대의 반박에 타당

하게 대응한다. 자신의 발언 차례가 끝났으면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들으며 상대방

의 목표와 근거의 타당성 및 빈약함, 그리고 상대와 자신의 주장 중 더욱 설득력

있는 입장을 따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수집된 정보는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결정을 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는 대안의 현실적 범주(realistic range

of alternatives)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추후 조정 단계에서 양측은 상

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탐색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반박하면서 점차 의견 대립 단계

(competitive phase)에서 조정 단계(coordinative phase)로 나아가게 된다. 하

지만 협의에 내재된 복합적인 본성의 영향을 받아 두 단계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일

어나지 않고 대신 출현 순서가 수시로 변형되거나 심지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Pruitt(1981)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협의를 구성

하는 각 단계마다 참여자들이 다뤄야 할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만 또 다른 주제에서는 상이한 의견을 조정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둘째, 의견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는 또 다른 협의

의 여지를 낳기도 하여 조정 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한다. 궁극적인 합의점 또는 해

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다시 말

해 협의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에 의도한 양상에

서 점차 확장되어 수용과 거부, 입증과 반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역동적인 협

의의 과정을 반영하여 Stevens(1963)는 협의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조정 양상을

아래 [그림 Ⅲ-1]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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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협의에서 발생하는 갈등-조정 양상(Stevens, 1963)

그래프 내 좌측 R1, R2, R3 곡선(resistance curve)은 의견의 조정에 대해 저

항하는 갈등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며, 우측 C1, C2, C3 곡선(concession

curve)은 갈등 조정을 향해 참여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한다. 각 곡선이 교차

하는 지점은 참여자들이 의견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양측이 수용한 요구 수준이다.

협의는 단 하나의 갈등과 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의 갈등과 조정

을 거쳐 이루어지며, 다양한 주제들이 출현하여 갈등 조정 양상이 역동성을 갖는다

는 점을 반영하였을 때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갈등과 조정은 서로 뒤섞

여 해결되었다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때 참여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각자의 요구 수준을 조절할 필요에 당면한다.

이상 협의의 개념 및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기존의 채점자 협의 과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해 요구되는 복합적인 협

의 과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계한 토의 모델 기반

채점자 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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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별 채점 체계 구축

-채점 기준표와 점수 척도, 수험자 글의 특징
개별적으로 해석 후 채점 수행

2단계

협의 주제 선정

-점수 부여 근거에 대하여 의견 교환 후 유의
미한 점수차를 유발하여 채점자 신뢰도를 훼손

한 요소 파악

-요소 분류화 작업 후 협의 주제 상세화

3단계

협의 내용 및 방법 선정

-선정된 주제별로 각 채점자의 채점 양상과

점수 부여 근거 정리

: 주제 안에서 협의를 수행할 특정 부분 탐색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수준 결정

: 합의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 가능한 정도를

1)상대 주장의 완전한 수용, 2)상대 주장의 일
부 수용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정도 차등 합의

4단계

채점자 간 협의 수행

-선정된 협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주장 제기
→ 입증 → 반박 → 수용/거부 →재입증/재반

박’의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 최종

합의 도달

5단계

협의 성찰

-협의 주제별로 형성된 합의점/의견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 정리

-기존과 같이 유지된/새롭게 정립된 점수 부여
근거 정리

[그림 Ⅲ-2]. 채점자 협의 과정

위의 [그림 Ⅲ-2]의 채점자 협의 과정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 첫째, 모든 채점자에게 본 채점 수행 전 채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

였다. 본격적인 채점을 수행하기 앞서 실시한 채점자 사전 인터뷰에서 네 명의 채

점자 모두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학습자의 글을 채점할 때 채점 기준표를 부여받

지 못한 채 오로지 채점자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채점을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자는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를 해석하고 쓰기 평가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예비 채점 단계에서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를 숙

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채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채점 기준표 자체가 평가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기준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선행

연구(Wilson, 2007; Turley & Gallagher, 2008)에 따라서 채점 오리엔테이션

과 예비 채점 단계에서는 채점자들이 채점 기준표에 사용된 용어를 이해하고,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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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를 숙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둘째, 예비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여 채점자 개별로 본인의 채점 양상과 점수 부여

근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 채점 단계에서부터 네 명의 채점자가 협의

후 채점을 수행하게 되면 채점자의 가변성(variability)이 소거되고 채점자 간 동

질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McNamara, 1996) 예비 채점에서는 협의 과정

없이 연구 참여자들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채점자

들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점 기준표의 용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

하여 총 10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TOPIK 기출 문제 가운데 중⸱고급 수준의 예

시 자료 각 3편을 채점하였다. 이러한 독립적인 채점 수행 과정은 채점자 스스로

자기 채점 행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Lumley & McNamara,

1995; Weigle, 1998) 각 채점자가 보여주는 채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채점의 신

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신동일, 2001:252). 개별 채점을

마친 후 참여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토의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로의 채점

결과를 비교하며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유발된 이유를 찾기 위하여 TOPIK에서 제

공한 예시 채점 자료와 각자의 점수 부여 근거를 비교하고 공유하였다.

셋째, 채점자 간 협의를 위한 본 채점을 실시하였다. 예비 채점 이후 실시한 본

채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중⸱고급 학습자가 작성한 15편의 에세이에 대하여 네 채

점자가 모여 채점을 수행한 후 2점 이상의 채점 결과가 도출된 에세이와 여전히 해

석 차이가 존재하는 채점 구인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채점자들은 1차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상이하게 이해된 용어와 점수 변별

및 점수 부여 근거에 대하여 유사한 이해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다시 점수 및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점 결과 유지 또는 수정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

였다.

마지막으로, 협의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채점자들은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거나 새롭게 정립한 점수 부여 근거 체계를 정리하

였다. 이를 통해 채점 편향을 유발하였던 요소를 파악하여 추후 채점에서는 이를

소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느낀 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채점

자들은 공동으로 구축한 해석 체계 및 채점자 신뢰도 확보 전략을 정리하는 종합

협의 시간을 갖고 그간의 채점과 협의를 성찰하는 것으로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자는 각 차시별 채점 결과를 다국면 라쉬 모형 기반 FACETS 프로그램을 통

해 분석한 후 채점자 특성 및 채점자 신뢰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채점자 엄

격성 및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점자 내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을 살펴봄으로써 채점자 신뢰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양적인 통계 결과에서 확인하기 힘든 채점자의 사고 과정은 채점자들이 협의

과정 동안 발화하였던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각 채점자가 단계별로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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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점수 척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채점자 간 협의를 통해 초기 판단에 변

화가 생겼는지 살펴보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

하여 채점자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 원인을 탐구하고 채점자 간 협의를 통해 채점자

들이 채점 편향을 소거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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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특성 및 협의 과정 분석

1. 채점자 협의 과정에 대한 귀납적 접근 분석

본 연구에서 채점자들이 수행한 협의는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 귀납적 접근법

(Bogdan & Biklen, 1982)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 조정 과정에서 채점자

들이 도출한 질적 데이터는 채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료하게 분류할 수 있도

록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코딩하였다(Aronson, 1994;

Hayes, 1997; Tuckett, 2005). 주제 분석법은 데이터 안의 패턴을 인식하여 분

석한 후 보고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상세하게 조직하고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aun & Clarke, 2006:79). 네 명의 채점자가 세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

치는 동안 산출한 발화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Boyatzis(1998)에서 제시

된 주제 분석 단계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이 산출한 질적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범주화할 수 있는 상위 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Ⅳ-1]. 주제 분석법을 적용한 질적 데이터 범주화 단계

Stirling(2001)은 주제 네트워크(thematic network)는 질적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조직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원 데이터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수직

적인 세 유형으로 위계화하는 도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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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주제 네트워크의 구조(Stirling, 2001:388)

본 실험에 참여한 채점자들이 협의 과정 동안 산출한 발화를 분석한 결과 채점자

들의 점수 결정 과정은 텍스트 비판 및 채점 기준 해석과 같은 가시적 요인과 채점

자의 주관적 채점 특성과 수험자 변인에 대한 고려와 같은 주관적 기준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할 수 있는 주제 네트워킹 작업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주제들을 항목화하였

다.

[그림 Ⅳ-3]. 주제 분석법에 따른 본 실험 데이터의 주제 도출 결과

주제별로 정리한 채점자 협의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주제 분석법에서 사

용되는 코딩 체계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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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주제 분석법 코딩 체계

그 다음으로 각 주제별로 분류한 채점자 발화를 Sevgi-Sole & Ünaldı(2020)이

제시한 채점자 무브 범주(Rater move category)를 적용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발화 종결 기준 중 하나인 말차례 바꾸기 단위

는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순서를 넘겨주기 전까지의 단위로, 일반적으로 순서

교대에 의해 발화가 종결된다(김풀잎, 2019:137). Walton(1989)은 대화적 논쟁

이론(Theory of Dialogic Argumentation)에서 대화의 유형 중 채점자 간 점수

차이 조정을 위한 대화는 설득적 대화(persuasive dialogue)에 속한다고 밝혔으

며, Walton & Krabbes(1995)는 이 설득적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안정된 합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Sevgi-Sole & Ünaldı(2020)는 Prakken(2006)이 설득적 대화에 사용되

는 무브의 유형으로 분류한 ‘주장’, ‘반박’, ‘수긍’, ‘철회’를 채점자 협의 과정에서 주

로 사용되는 무브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상술한 기존의 논의에 따라 본 실험에

서 채점자들이 산출한 발화의 종결 단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장 관련

무브(C)
수용 무브(A) 거절 무브(R) 점수 협의 무브(S)

C1 주장 제기 A1
상대 채점자의

주장 수용
R1

상대 주장

무효화 또는

의문 제기

S1

a
본인의 점수로

점수 합의

S1

b

상대 채점자의

점수로 점수 합의

C2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A2

본인 주장의

오류 인정
R2 반박 의견 제시 S2 점수 조정 제안

C3
상대 채점자의

주장 제기 요구
A3

오류가 있는

본인 주장에 대

한 근거 제시

R3 반박 근거 제시 S3
점수 조정 방어/

조정 거부

C4
상대 채점자의

근거 제시 요구
A4

상대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R4 주장 유지

가시적 요인(V) 주관적 기준(S)

1차

협의
텍스트 해석(T)

채점 기준

분석(RU)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C)

채점자 내적

편향(RB)
VT VRU SC SRA

2차

협의

채점 기준의 의미

재해석(RI)
채점 기술어 의미
재정립(RE)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

재인식(CR)

수험자 특성

추측(S)

VRI VRE SCR SS



- 78 -

<표 Ⅳ-2>. 채점자 무브(Sevgi-Sole & Ünaldı, 2020:7)

아래 표는 채점자 간 협의 내용을 주제와 무브로 분석하여 코딩한 예시 자료이다.

<표 Ⅳ-3>. 채점자 협의 내용의 주제 및 무브 분석 예시

1.1. 1차 채점자 간 협의 과정

1차 협의에서는 토의 모델(discussion model)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예시 채점

자료와 채점자들의 채점 근거와 채점 결과를 비교하여 어느 채점 영역에서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신뢰로운 채점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채점 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공동의 해석이 필요함에 공감하여 채점

기준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한 채점자들 간 상이한 의견 차이를 조정해 나갔다.

점수 조정에 사용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 및 채점자 내적

특성의 편향을 인식함으로써 채점 오류를 유발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C5

본인의 주장에

대한 망설임/

의문 제기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1VRIS

C1

한 기준표 안에 두 능력이 들어온 거잖아요(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그럼 이걸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것 같아요.

C2

만약 하나가 없고(글의 구성이 논리적이지 않음) 하나가

있으면(글의 구성이 명확함) 중간 정도 3점이나 4점으

로 빼야 하는데, 논리가 없는데 1점만 뺀 건 너무 덜 뺀

거라고 생각해요.

C3 선생님은 왜 5점을 주셨어요?

#R03VRIS

R2
저는 글이 ‘논리적이다’, ‘명확하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R1

논리적이면 명확한 거고. 명확한 거면 논리적인 것 같아

서 한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논리적이진 않은데

명확한 게 있나.
C4 어디서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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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가시적 요인 중심의 협의 과정

1.1.1.1. 텍스트 비판과 해석을 통한 의사결정

채점자들은 1차 채점이 끝난 후 연구자의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서로의 채점

결과를 비교하였다. 부여한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여 점수 조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거나 독립적으로 채점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판단에 의문이 발생했던 영

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점수 조정 근거로 수험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초기 점수를 유지하거나 바꾸었다.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3VTC

C1
저는 이 학생이 경쟁이 심해진 이유를 처음에 잘 말했

어요.

C2

그런데 본문은 경쟁의 긍정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못 썼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의 적

이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자신의 인간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보면서 이게 이유가 되나? 생

각했고.. 잘 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R01VTC

R2 실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C2

다 들어가 있고, 이유도 있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결론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

든 결론은 나와 있고.

R2

그래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밋밋

한 부분이 있어서 감점을 하긴 했지만 점수가 중간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 싶은 의문은 있어

요.

#R02VTC

A4
(예시 채점 자료) 여기서도 이 부분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채점을 낮게 했네요.

R4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자기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은 경쟁할 대상이

중요하다.’ 이걸 설명을 안 하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

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R04VTC A3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

는지 의도를 모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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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채점자 측정치에서 1차 채점 결과 내용 구인

이 가장 관대하게 채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예시 채점 자료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빈약하고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글에 대해서 채점자 3을 제외한

모든 채점자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예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채점

근거와 채점자 3의 감점 이유에 나머지 채점자들이 모두 수긍하여 수험자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였다. 재검토 결과 이견이 발생하였던 수험자의

글에서 근거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함이 밝혀져 결론에 적합한 내용이 드러나

지 않았음에 공감하였다.

은 이상하긴 해요.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으면 진이 빠

지기 일쑤다’, ‘이긴 사람도 미안함으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다’. 하지만 뭘 표현하려고, 뭘 쓰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서 내용에서 크게 감점을 안 했어요.

A3
그런데 선생님(채점자 3) 말씀을 듣고 여기(예시 채점

자료) 써 있는 걸 보니까

A2
이게 좋은 근거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내용에서 점수

를 빼야 하는 것 같아요.

S1b 전 그럼 3점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03VTC

R3

그리고 선생님(채점자 2)은 이 부분, ‘사람은 경쟁할 대

상이 중요하다’를 좋게 봐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쟁하는 사람이

나랑 너무 친하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

R1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 건.. 5점은 너무 높

은 것 같아요.

#R02VTC

A2 네.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잘 준 것 같아요.

13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이게 결론이 아니고 앞의 내용을

또 쓴 거네요. 결론에서는 주장을 정리하고 끝내야 하

는 거잖아요. 이유도 주제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S1b 저도 점수 내리겠습니다.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1VTS C4
문단을 아예 안 나눴거나 여기 2번처럼 본론에서 너무

많이 나눈 학생들은 어떻게 채점하셨어요?
#R03VTS C1 저는 문단이 하나만 있는 글은 1점 아니면 2점을 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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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전개 구조 영역 구인을 채점할 때 채점자들은 내용에 따른 단락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은 글에 얼마나 감점해야 하는지 협의하였다. 채점자들은 단락을 아예

나누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최저점을 주는 것으로 쉽게 합의에 이르렀으나 단락을

4개 이상으로 나눈 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였다. 채점자 3은 본론에서 단락

을 너무 많이 나눈 수험자의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채점자 2는 이는 주장의

각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여 많은 감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론을 너무 길게 쓴 글에 대해서는 결론의 부적절성에 더해 최종적으로 2

점을 부여하였는데 이에 대해 채점자 1과 채점자 4는 서론의 길이가 감점 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채점자들은 텍스트를 다시 읽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며 수험자 글의 특정 오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깎아야 하는지

토의하였다.

협의 끝에 채점자들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요. 그리고 보면 2번, 5번이 문단을 많이 바꿔 쓴 것

같아요.

#R02VTS A1
저도 그래요. 3번이랑 4번은 그래서 거의 6점을 줬어

요.
#R01VTS A1 2번은 지금 문단을 다섯 개를 썼네요.

#R03VTS A1
왜 자기가 컴퓨터를 아끼는지 이유를 하나, 둘, 셋을 썼

는데 이유마다 단락을 바꾼 거네요.

#R02VTS
C1

C2

사실 얘는 괜찮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런데 5번은 본론에서 갑자기 바꿔서 결론을 썼고. 서론

이 일단 너무 길어요. 서론이랑 본론이랑 길이가 거의

같아요.

#R04VTS
R1

음. 서론의 길이도 중요해요? 저는 서론은 잘 썼다고

생각해서..

A1 보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네요.

#R01VTS

R2 저는 긴 건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봤어요.

C1 대신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C2

서론에서는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간의 경쟁이다.’라고 써서 경쟁이 필요하다고 썼어

요. 그런데 갑자기 ‘경쟁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더니 마지막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사람답

게 생활하자’고 썼어요. 이건 아까 내용에서도 말했는데

구조도 좋은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되고.. 결론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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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락 간 연계성을 이끈 글을 6점으로 설정하고, 문단 전환, 내용의 연계성, 구

조의 적절성 부족을 감점 요인으로 합의하였다. 점수 삭감 정도는 수험자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채점 기준표와 기술어의 구체적인 예시로 삼아 공동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처럼 수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채점자의 추론을 구체화하고 가정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워 점수 조정에 활용하는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입증한 텍

스트 해석 기반 협의의 효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Kane, 2013).

1.1.1.2. 채점 기준의 의미 분석과 특징 해석

본 연구에서 채점자들이 평가에 사용한 채점 기준은 총 10개14)이다. 이 중 채점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채점자 신뢰도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었거나 상이한 채점 결과가 산출되어 채점 기준의 보완 또는 해석상

합의가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을 중점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내용 및 과제 수행 영역에서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와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

에 없어 6개의 점수 척도를 골고루 사용하여 수험자의 수준을 변별하는 것이 어렵

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채점 기준표는 부록을 참고할 것.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4VRUC

C2

주제가 ‘아끼는 물건’이니까 자기가 아끼는 물건으로 컴

퓨터를 처음에 잘 썼어요. 그런데 보면 왜 이걸 아끼는

지 그 이유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만 나열해서 쓴 거예요. 그래도 컴퓨터라

고 아끼는 물건에 대해서 쓰기는 쓴 거잖아요.
C1 그럼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C1
이 글도 보면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계속 말하고는

있어요.

C2
그런데 아끼는 이유는 아니고.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다.

보고싶다..

#R03VRUC C2

이건 첫 번째 기준(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사용하였는

가)에서는 당연히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채점

자 4)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긴 해

요. 그리고 글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쓰이긴 했어요. 풍

부하긴 해요. 학생들이 단어 몇 개, 문법만 가지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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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4는 채점 기준 중에서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를, 채점자

3은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점자들과 다른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채점자 1과 채점자 2는 본인이 해

석한 바와 경험, 채점 기술어의 용어를 토대로 채점자 3과 채점자 4의 초기 판단

을 반박하고 채점 기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토록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문장마다 표현이 다 달

라요.

C1 그래서 이 글에 5점을 줬어요.

#R02VRUC

R2 그걸 풍부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R3

풍부하다고 하면 이유가 한 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아

야 하는 건데. 주제랑 관련된 게. 이것저것 다 쓴 게 풍

부한 건 아니잖아요.

#R01VRUC A1

그래서 기술어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6점이 ‘매우 풍

부하게’이고, 4점이 ‘비교적’, 그 다음이 ‘보통 수준으

로’.. 매우 풍부하게 썼는지, 보통 수준으로 풍부하게

썼는지. 이걸 보고 점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03VRUC A1
음 그럼 주제랑 관련된 내용이랑 이유가 풍부하고 다양

하다고 해야겠네요.

#R04VRUC C1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건.. 사실 주제랑 아예 벗어난 글

이 있나요? 다 주제에 대해서 쓰긴 하잖아요.

#R01VRUC R3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는 대체 얘가 뭐를 말하려고

한 거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문제를 잘못 해석했으

니까 아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컴퓨터’를 아끼는 물건이라고 여기 처음에 썼고.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지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쓴지는 알겠어

요. 컴퓨터로 과제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랑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아끼는 거라는 거잖아요.

#R02VRUC
R3

주제가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아끼는 물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얻게 됐고, 왜 아끼는지. 그걸 쓰는 게 주제인데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지 썼다고 해서
R2 주제에 관련됐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R03VRUC A1
그런 말씀이면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랑 ‘주제에 관련

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점수가 비슷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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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언어 사용 영역과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

다. 첫째로, 언어 사용 영역의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

가?’가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에 포함되고, 반대로 ‘구어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

나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어의 특성을 살려 글을 썼는가?’는 언어 사용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

회언어학적 기능과 문어에 대한 개념 토의 및 TOPIK의 채점 기준표 참고 작업을

거쳐 기존의 채점 기준대로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점자들이 평가하게 될 글들은 모두 자유로운 주제의 에세이

인데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를 채점 기준으로 유지하

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채점자 3은 자유로운 형식의 에세이와 같은 글에서 ‘목적과 기능’, ‘격식’을 어떻게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3VRUSL

C3 선생님들은 이걸 뭘로 채점하셨어요?

C1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나 공식적인 메일 같은 글은 지켜

야 하는 형식이 있어서 이 채점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로운 에세이는.. 글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지. 격식도 마찬가지로 애매해요. 그래서 어

떻게 채점해야 할지 사실 잘 몰랐어요.

#R04VRUSL

A1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채점한 글에서는

빼도 될 것 같긴 하네요.

R3
그런데 TOPIK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채점이 됐고.

#R02VRUSL

R3
여기서 말하는 격식이 쓰기의 격식인 것 같아요. 구어

가 아니라 문어체로 잘 썼는지.

R1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R2 전 그래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R01VRUSL

A1 저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A4

자유로운 글이긴 한데 자기의 주장을 하고 이유를 설명

해야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글의 목적이 있고, 격식,

여기서는(예시 채점 자료) ‘-습니다’를 쓰지 말라고 되

어 있으니까 ‘-습니다’, ‘-아요/어요/해요’를 썼으면 다

감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다 감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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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채점 기준의 제거까지 제안하였다. 하지만 채점

자 2는 해당 채점 기준에서 의도한 ‘격식’의 개념이 문어체에 맞는 격식을 의미함을

설명하였고, 채점자 1은 ‘글의 목적과 기능’이 존재함을 인식시키며 ‘격식’이 구체적

으로 의미하는 바를 예로 들었다. 이처럼 채점자들이 협의를 통한 협력적 의사소통

행위를(심선희, 2001:28) 거치며 채점 기준에 대한 부족했던 이해를 상호 보완하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2. 주관적 기준에 의한 협의 과정

1.1.2.1.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네 가지 채점 영역 중 문법, 어휘, 맞춤법

사용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판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비원어민 채점자

들이 모어 직관의 부재로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거나 어휘가 맥락에 맞게 정확히 쓰

였는지 판단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껴 언어 사용 영역에서 신뢰도가 낮게 측정된다

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입증한다(Kobayashi, 1992; Kim, 2007; Lee, 2009;

박선옥, 2010; Lee and Choe, 2019).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1SCL

C1

이것이 제가 원어민 선생님하고 비원어민 선생님 사이

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

C2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그 어

휘가 그 문장 자체에 들어가도 괜찮은 어휘인지’만 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휘가 문장 안에서 이런 단어로 바뀌면 좋겠다는 그 뉘

앙스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보면서 파

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크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감지를 하지 못하고 일단은 오용이 아니기만

하면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R02SCL
A1

선생님이(채점자 1) 비원어민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

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사랑결과로’. 사실 전 여기서

오류라고 생각한 게, ‘결과를’이라고 고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A4 왜냐하면 몽골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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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어휘나 표현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서 또는 오류를

발견했으나 이를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주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언어 사용 영역

에서 채점 오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점자 3이 틀린 문법이나 어휘

의 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류가 발생한 횟수만큼 특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으나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 복잡하며, 학습자의 글을 평가하기에 좋은 방법

이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되었다. 채점자들은 예시 채점 자료의 오류 수

히 불가능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었던 거

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몽골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한자어에 되게 약

해요. 그래서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를 상급 어휘를 사

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R03SCL A4

저희는 고급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요. 저는

학생들의 글을 읽고 채점할 때 이게 틀린 표현이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래서 만약에 고급 쓰기를 맡을 원어민 선생님이 없어서

우리 중에 누가 맡아야 한다? 다 기피. 다 맡기 싫어하

고 부담스러워해요.

#R04SCL A1

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릴 때 국립국어원 홈

페이지에 가서 상담사에게 물어봐서 표현이 괜찮은지

물어봐요.

#R03SCL C5

‘사랑결과’ 같은 건 저도 잘 못 보고 넘어간 것 같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R02SCL C1

학생들의 글을 읽다가 보면 어휘를 얼만큼 아는지, 문

법을 잘 쓰는지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점을 줄 수 있겠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틀

린 단어나 문법은 다 못 찾았지만 채점표를 보면서 채

점을 하니까 이 정도면 ‘비교적’이다, ‘거의’다 했던 것

같아요.

#R04SCL C5

여기서는 ‘경쟁해 사는 밖에 없다’가 틀렸다고 봤네요.

제가 점수는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왜 이렇게

점수 냈는지는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R01SCL S2

다음에 채점을 할 때는 우리가 틀리다고 한 문법이나

단어라고 생각한 부분을 다 체크하고 비교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차이난 건 왜 그랬는지 같

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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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상과 채점 결과를 같이 검토하며 본인이 부족한 부분(한자어, 표현의 적절성,

어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예시 채점 자료에서 제시한 채점 근거를 숙지하였다.

이에 본 채점에서는 채점자 1의 제안과 같이 수험자의 글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

을 모두 표시하여 상호 대차 작업을 수행하도록 협의하였다. 채점자들은 논의 끝에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대안을 고안했으나 Johnson 외(2005)가 밝힌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의견상 일치에 도달하였더라도 합의된 의견이 반드시 진점수(true

score)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에 공감할 여지를 제공하였다.

1차 채점 결과를 Facets 프로그램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한 [그림 Ⅳ-5]를 보

면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이 두드러지게 엄격히 채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글에서 구어적인 표현을 감지하고 문어성을 판단하

는 작업이 인지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였다. 이는 비

원어민이 문어 교육에 능숙하다는 Mahoob(2004)의 연구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2SCSL C1

학생들이 유학도 가고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저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글

을 보면 구어적인 표현이 많아요. 어딘가 어색하고, 표

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줘야 하는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R01SCSL A1

맞아요. 저희도 구어와 문어를 모두 월등하게 잘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색한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가르칠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교사의 효능감도 중

요한 것 같아요.

#R03SCSL A1

초급에서는 ‘이/가’와 ‘은/는’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고쳐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고급으로 갈수록 ‘이/가’

와 ‘은/는’의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게 어려워요. 문법적으

로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한 것 같을 때 어떻게

고쳐줘야 하는지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R04SCSL A3
여기서도 보면(중급 1번 에세이) ‘그냥’이 구어적인 표

현인지 알지 못했어요. ‘니가’는 알았거든요?

#R02SCSL A4
일단은 ‘-다’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아름답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야?’, ‘-습니다’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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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해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

역을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채점자들 간 협의를 통해 채

점 기준을 보완하여 정립하거나 합의된 해석 체계를 마련하여 문어성 판단에 있어

서 신뢰로운 채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차 채점자 협의에서는 문장 종결에 ‘-다’체를 쓰지 않고 ‘-습니다’ 또는 ‘-아/어/여

요’체를 사용하였거나, 전체적으로 문어체를 잘 사용하였으나 ‘그냥’, ‘진이 빠지기

일쑤인 것이다’, ‘친하지는 않은 사람과’ 등 구어체의 표현을 사용한 글에 대하여 감

점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특정 표현이 구어체인지 판별하는 것이 어려워 효능

감의 문제를 겪는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예시 채점 자료의 근거에 따라 우선적

으로 종결어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1.1.2.2. 채점자 내적 특성의 편향 인식

채점자의 내재적 특성은 채점 과정에서 평가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자의

인지적·정의적 수준과 특성을 가리킨다(이성준, 2019:58). 1차 채점의 점수를 비

교하고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본 실험에 참여한 채점자들은 그

동안 교수 및 채점을 수행해 온 맥락과 낮은 효능감의 영향으로 채점 편향을 보였

다.

면 감점을 해야겠네요. 이런 어미는 잘 알 수 있겠는데

‘그냥’ 같은 게 어렵겠네요.

#R01SCSL S2
이 학생들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미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4SRAC R1
선생님들 1점을 많이 주셨네요. 너무 낮지 않아요? 전

1점은 거의 안 주려고 했거든요.

#R02SRAC
C2

제가 원래 1점과 같이 낮은 점수를 잘 안 주는 편인데,

이 학생은 주제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아끼는 물건이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쓰기만 하고 그 다

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C1 그래서 전 1점을 줬어요.

#R04SRAC
R2

그런데 1점은 너무 낮아요. 저는 그래도 1점은 주지 못

할 것 같고.

R3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점수랑 다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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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이 가장 낮은 점수예요.

#R03SRAC

A1
저도 미얀마에서 채점할 때 1점처럼 낮은 점수를 안 줬

어요.

R3
하지만 이 글은 정말로 이상해서 저조차도 1점을 줄 수

밖에 없었어요.

#R01SRAC

R2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R3

여기서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의 외로움이나 걱정을

장황하게’. 아끼는 물건이 아니라 외로움을 말한 거잖아

요. 그리고 단락도 하나도 안 나눴고.
#R02SRAL A4 어휘랑 문법도 엉망이에요.

#R04SRAL

A1 못 쓴 글은 맞아요.

R3
맞는데 교사가 1점을 주면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

어요.
S3 1점은..

#R02SRAL

A1

그건 저도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교수로 와서 채점했

을 땐 엄청 엄격하게 줬어요. 어떤 학생한테 졸업 시험

에서 0점을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학기

에 졸업을 못했는데..

R3

그래도 우리는 채점표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채점을 해

야죠. 1점은 낮으니까 안 되고 3점은 주겠다는 것은 아

닌 것 같아요.
#R04SRAC
#R04SRAL

S1b
단락도 없고.. 내용이랑 문법도 이상하고.. 네 이런 글

은 더 낮게 점수를 주는 걸로 다음에 채점해 볼게요.

#R01SRA C4
선생님은 점수를 높게 잘 안 주시네요? 이 글은 정말

잘 쓴 글인 것 같은데 왜 6점을 안 주셨어요?

#R03SRA
C1 제가 원래 6점을 잘 안 줘요.

C2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다 나눠서 누구는

에이플러스, 그 다음은 에이. 이렇게 줘야 돼요.
#R02SRA 상대평가? 상대평가인 거네요?

#R04SRA 학생이 많지 않아요? 몇 명이에요?

#R03SRA
저희 반은 좀 많아서 3-40명? 아니면 2-30명? 됐어

요.
#R01SRA A4 그 학생들을 상대평가해야 하니까..

#R03SRA C2
네, 맞아요. 그래서 6점은 제일 잘한 학생을 위해서 남

겨야 돼요. 잘했으면 5점. 그런데 더 잘했으면 6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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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2와 채점자 3은 본래 1점을 잘 부여하지 않지만, 채점 기준표에 따라 예

시 채점 자료에서 제시된 글을 평가할 때는 1점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채점자 4는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줬을 때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채점 결과의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채점 신념에 따

라 3점을 최하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채점자 1의 반박 의견처럼 주관

적인 해석보다는 채점 기술어에서 각 척도별로 제시하고 있는 점수 판단 근거를 참

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채점자 3은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맥락에서 오래 채점을 수행하여 6점

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른 채점자들과 달랐다. 채점자 협의와 예시 채점 자료의 근

거를 통해 6점이 의도하는 수험자의 수행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였으나, 이를 토대

로 다시 상대평가 상황에 투입되었을 때 수험자의 수준을 변별하는 작업에서 난항

을 예상하였다. Hill(1997)의 연구에서도 비원어민 채점자들(해당 연구에서는 인

도네시아 채점자)이 ‘무의식적으로 원어민 화자 표준(즉,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였

던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는데, 해당 연구에

참여한 원어민보다 비원어민 채점자들에게 6점을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웠음을 밝혔

다.

썼지만 이거보다 너는 더 잘 쓸 수 있다.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6점을 안 줘요. 반에서 누가 제일 잘

하는지 학생들도 다 알고 선생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학생이 점수를 더 잘 받는다고 하면? 문제

가 정말 커져요.
C1 그래서 점수를 진짜 잘 줘야 돼요.

#R02SRA
R3

30명을 상대평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R2 기준표대로 점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R03SRA

A1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무슨

글에 6점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R1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제가 5명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 하지만 이렇게 채점표를 가지고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10명, 15명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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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은 일반적으로 초⸱중급 수준의 수험자의 글을 채점하여 고급 수준의 쓰기

를 평가할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감점을 해야 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전반적인 인

상에 따라 점수를 깎지 않는다거나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지적인 부담이 큼을

호소하였다. 또한, 몽골인 채점자 1과 2는 모어적 배경으로 인한 한자어 표현과 쓰

기 관습 관련 채점 오류를 드러냈다.

Casanave(2003)는 채점자들이 내적인 특성에서 유발되는 채점 오류에서 벗어나

주어진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실험에 참여

#R03SRA
C1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C2 너무 잘 쓴 글이라..
#R04SRA A4 채점하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R03SRAS C2

그래서 문단이 하나이긴 한데. 너무 잘 썼으니까 낮

은 점수를 주기 아까워서.. 점수를 많이 안 깎았어

요.

#R01SRA

C5 이 학생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C2

저도 마찬가지로 3점이나 4점을 받을 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표현도 고급 수준이고, 내용도 잘 전개

되고. 읽으면서 너무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R02SRAS
R2 그래도 빼야 하는 건 빼야 할 것 같아요.

R3
지금 단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표현이랑 주제는 좋아

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R01SRA S1b 동의합니다. 점수를 3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02SRAL
C2

몽골 학생들은 한자어에 정말 약해요. 저도 이런 한

자어를 접할 일이 없고. 여흥이랑 득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세력을 얻는다’라고 추측했어요.

C1
제가 한자어를 채점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걸 알았어

요.

#R01SRAL
C2

그리고 몽골은 문장을 길게 늘여서 말해요. 문장 하

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글을 보면 한 문장이 잘 안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로 글을

쓸 때도 안 끊어 써요. 고급 수준의 학생들은 그래도

배우고 알아서 잘 끊는데 다른 학생들은 정말 안 끊

어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다 글을 잘 끊어서 써서 구조가

C1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급 글은 채점

하기가 정말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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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점수 및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하며 본인의 채점 특성 및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채점자 내적 요소의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채점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점 기준표 숙지 및 부족한 영역 인

지를 일차적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1.2. 2차 채점자 간 협의 과정

1차 채점을 마치고 채점자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때, 신뢰도의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인 영역은 내용과 언어 사용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두 구인과

채점 기준표의 용어, 점수 변별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상 합의를 보였

다. 하지만 본 채점 이후 수행한 채점자 협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나 글의 전개 구조 영역과 채점 기술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1.2.1. 가시적 요인 중심의 협의 과정

1.2.1.1. 채점 기준의 의미와 특징 재해석

본 채점을 마치고 실시한 2차 채점자 협의에서는 1차 협의에서 논의를 거쳤으나

평가 이후 상이한 채점 결과를 유발한 특정 채점 기준에 대하여 재협의를 수행하였

다. 이는 채점 대상의 변화가 기존에 합의된 기준에 변수로 작용하여 채점자들이

구축한 개념 체계가 흔들린 것에서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채점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글의 전개 구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그 원인을 채점자 1, 3과 채점자 2, 4가 해석한 ‘글의 구성’이 서로 달랐기 때

문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2VRIS C3
선생님들은 단락 구분이 없는 3번, 8번 글의 구조 부분

을 어떻게 채점했는지 궁금해요.

#R01VRIS 저는 5,1,5요.

#R03VRIS 저는 4,1,4요.

#R02VRIS 저는 2,1,1인데.. 8번은요?

#R01VRIS 4,1,5요

#R03VRIS 4,1,4요

#R02VRIS 전 2,1,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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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VRIS 저는 3번은 3,2,4, 8번은 3,1,4요.

#R01VRIS C1 지금 글의 구성이랑 담화 표지 부분이 안 맞네요.

#R04VRIS

A4 단락은 눈에 보이니까.

C1
저번에 말한 것처럼 단락을 안 나눴으면 1점. 3번은 결

론에 그래도 ‘요약하자면’을 써서 1점까진 안 줬어요.

#R02VRIS

C3

저는 궁금한 게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지 않은데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

요?

C2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려면 단락이 하나이면 안 될 것

같아요.

#R01VRIS

R2
저는 이 학생이 단락은 하나도 안 나누었어도 서론, 본

론, 결론이 드러나 있어서 5점을 줬어요.

R3

단락에 대한 건 두 번째 기준에 나와 있어서 첫 번째

기준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나왔냐.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요.

#R04VRIS
R3

그런데 이거는 전개 구조에서 채점하는 거니까. 선생님

은 내용으로 채점하신 것 같아요. 구성이 논리적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서론 쓰고 단락 바꾸고, 본론 쓰고

단락 바꾸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R2 그래서 4점이랑 5점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R03VRIS

C2

그래도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도입을

쓰고, 여기서부터는 흥미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해야 한

다고 본론을 말했고, 마지막 줄에서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글이 구성된 것 같아요.

R1

선생님(채점자 1)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설명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단락이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는 거고, 첫 번째는 그거랑 같이 보면 안 되지 않을

까요?

R3
방금 선생님(채점자 4)의 말씀은 단락을 잘 바꿔야 구

성이 논리적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R01VRIS
R1

선생님들 말이라면 ‘글의 구성이 명확하다’와 ‘단락 구성

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가 똑같은 말 아닌가요?
R2 두 기준이 다른 거니까 두 개로 나뉜 거라고 생각해요.

#R02VRIS S2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다’.. ‘명확하다’를 빼는

게 나을까요. ‘글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가?’

#R04VRIS R3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다.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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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채점자 2와 4는 ‘글의 구조’가 ‘서론-본론-결론’에 따라 단락이 나뉘어 논

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채점자 1과 3은 ‘글의 내용’이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대

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글의 구성’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협

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협의 끝에 채점자 1과 3이 해석한 것처럼 ‘내용에 따

른 글의 구성이 논리적인지’라고 이해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합의되었다. ‘글의 구

성이 명확한가’가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와 의미상 구분이 잘되지 않으니

‘명확성’을 삭제하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채점 기

준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삭제하려 했던 것을 철회하고 기존에 제시된 바와 같

이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로 유지하여 채점을 수행하기로 협의 내용이

다시 수정되었다.

채점자들은 1차 채점자 협의에서 글의 내용 구인의 하위 채점 기준들을 분석하며

채점 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미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채점 대상

이 되는 글의 주제와 수험자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내용을 채점할 때 적용하는 기준

이 기확립된 공동 해석 체계와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에선 ‘내용에 따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는 내용은 없고 구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성을

단락으로 보면 두 번째랑 똑같은 말인 거고..

#R02VRIS S3

그러면 ‘글의 구성이 논리적인가’는 선생님들 말씀처럼

‘내용의 구성이 논리적인가’로 봐야할 것 같아요. ‘명확

하다’가 있어도 되겠네요.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3VRIC C3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개인

의 흥미와 미래의 고용 가능성 중 두 가지 입장을 선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다 쓴 글이 있어요.
#R01VRIC 저도 봤어요. 그 글만 한번 모아볼까요?
#R03VRIC 5번, 11번, 12번, 13번. 맞나요?
#RVRIC 네.
#R02VRIC C3 몇 점으로 채점하셨어요?

#R02VRIC C4

지금 안 맞는 게 5번. 선생님(채점자 1)은 6점을 주셨

고, 저희는 다 2점, 3점. 11번에서 선생님(채점자 3)

은 1점을 주셨네요. 그런데 선생님(채점자 3)은 왜 11

번은 1점을 주시고 5번, 12번은 3점을 주셨어요?
#R03VRIC C2 둘 다 입장을 두 개 고르긴 했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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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은 ‘(생략)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접목시켜 자신

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고 두 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고 11번은 ‘대학 전공

을 선택할 때 흥미와 미래 고용 가능성을 동시 고려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번에는

두 개를 왜 선택했나 이유가 나왔는데 11번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잖

아요.
C1 그래서 점수를 나눠서 줬어요.

#R04VRIC
A3

저는 12번은 2점 주고, 11번은 3점을 줬는데. 11번이

더 길고 이유도 많이 나와서 더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A2 그런데 선생님 말이 맞네요. 11번을 깎아야 하겠네요.

#R02VRIC C4 선생님(채점자 1)도 궁금해요.

#R01VRIC A3

제가 점수를 또 너무 잘 줬네요. 사실 저는 저 말이 맞

다고 생각해서.. 둘 다 고려하는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R02VRIC A4

저번에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이 부분이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시키는 걸 잘 썼는

지 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R04VRIC A4
저도 그래서 문제를 계속 봤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하는 게 과제인 거잖아요.

#R01VRIC

S1b 저도 점수를 3점으로 내리겠습니다.

C5

그런데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이 자꾸 애매하네

요. 저는 아예 주제에서 벗어난 글이 아니면 계속 점수

를 잘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수준’

이랑 ‘어느 정도’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크기와 다른

건가요.

#R03VRIC

A1
기술어가 있긴 해도 다 똑같이 생각할 순 없는 것 같아

요.

S2

그래서 글을 보고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

게 두 입장을 다 쓴 거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다’,

아예 문제를 이해 못한 거는 ‘거의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요.

#R02VRIC A1 저는 점수를 가장 잘 안 주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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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채점자 협의에서 다루었던 채점 기준인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에 대해서는

채점자들 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해석할 때 의견상 대립이 나타났다.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어를

다뤘더라도 지시문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제에서 어긋난 글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주제와의 관련성 정도와 관련 내용의 개념 및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채점자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참고하여 정도

의 이해를 구축하기에는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협의를 수행해야 할 염려를 내비치

며 맥락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인 자체의 해석만으로 공동의 이해 체계를 구축할 것

을 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주제어에 대해서 지시문에서 요구한 세부 사항들을 주

장 및 근거에 반영한 정도를 채점 기술어의 척도별 구분에 따라 수험자의 수준을

분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1.2.1.2. 채점 기술어의 용어와 의미 재정립

채점자들은 두 차례의 채점 및 본 채점에서의 15편의 글을 채점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채점 기술어에 의존하여 점수를 변

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채점 기술어로 점수 척도를 적절히

구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통일된 해석을 공유하기 위해 채점 기

술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통 수준’이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C4

그런데 글이 달라지면 또다시 모여서 얘기해야 하는

데..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글이 아닐 때? 그 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R04VRIC C2

일단 주제가 키워드가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라

는 것에는 동의가 됐고. 주제에서 묻는 게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입장을 선택하고, 왜 그런지 이

유를 얘기하고. 저번 문제에서도 아끼는 물건이 뭐고.

그걸 어떻게 얻게 됐고. 왜 아끼는지. 이걸 다 썼는지,

하나를 뺐는지, 완전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R02VRIC S2

문제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를 선택했는

지 보고, 선택한 이유가 적절한지 보고. 처음이랑 마지

막에서 내용을 잘 도입하고 끝냈는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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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1VREC
C2

1점에서 보면 ‘주어진 과제를 전혀 충실하게 다루지 못

함’, ‘글의 구성이 전혀 명확하고 논리적이지 않음’이라

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전혀’ 충실하게 다루지 못했거

나,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1점을 줄 정도로 못 쓴 글

은 없어요.
C1 대학 전공에 대해서 썼으니까 일단 1점은 다 아니에요.

#R03VREL A4

문법에서도 ‘전혀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지 못하거

나’, ‘전혀 정확하지 않은’ 문법이나 어휘는 없는 것 같

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정확하지 않은 문법은 없

어요.

#R04VRE S2

그러면 용어를 바꿀까요? 저도 그래서 1점을 많이 안

주게 된 것 같아요. 단락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단락을 하나도 안 나눈 글에게 1점을 줬고. 그거 말곤

거의 5개로만 채점하는 것 같은?

#R01VRE A1

‘전혀’ 대신 ‘거의’가 어때요? ‘거의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지 못함’. ‘거의’로 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R04VRE A1

그러면 2점도 바꿔야겠네요.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

지 못함’이니까 ‘못함’을 빼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사

용했다’?

#R02VRE C1
그리고 4점도 ‘비교적’이라고 해서 이상했어요. ‘비교

적?’ 뭐랑 비교적인지..

#R03VRE A4
3점이랑 비교했을 때인 것 같은데 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랑 비교했을 때라고 쓸 순 없고.

#R04VRE C1 ‘상당히?’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함’.

#R01VRE

#R03VRE
R3 ‘상당히’는 너무 잘하는 느낌이에요. 6점 정도?

#R02VRE C3 선생님들은 ‘비교적’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R01VRE C1
3점이 중간 점수이고 ‘보통 수준’이니까 보통보다 이상.

‘비교적’이 ‘보통 이상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R04VRE S2 부사를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비교적’을 ‘보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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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관적 기준에 의한 협의 과정

1.2.2.1.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 재인식

1차 채점자 협의에서 채점자들은 채점 영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상호작용 과정에

서 편향(bias)을 보였는데(Lumley & McNamara, 1995:56) 특히 언어 사용

영역과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에서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채점자들

은 채점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 2차 채점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준보다 비교적’,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
#R02VRE A1 네, 말은 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로.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3SCRL

C1 저는 점수를 똑같게 주게 되는 것 같아요.

C2
적절한가, 정확한가, 문어적인 표현인가. 다 같이 가는

느낌이던데. 적절한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나..

#R01SCRL

A1 저도 똑같거나 1점씩만 차이가 나네요.

C2

‘어휘 및 표현이 정확한가’는 예를 들어보자면 ‘그 분야

의 전문 될수 있다’나 ‘꽤’를 ‘쾌’라고 쓴 거. 조사가 없

거나 틀리게 쓴 표현이나 이런 맞춤법 오류는 정확성에

서 감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R02SCRL A4

그리고 ‘사회로 순하게 진출하겠다’ 이 부분도요. ‘순하

게’랑 ‘-겠다’라고 쓴 게 어색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보

다 적절한 것에서 더 이상하니까 3점, 4점 줬거든요.

#R04SCRL

R2

저는 3번 글에서 ‘적절한가’는 3점 주고 ‘정확한가’는 5

점 줬어요.

R3

‘우리는 아무런 오염이나 간섭이 없는 진공 속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 여기 같은 표현이

몇 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가’에서 점수를 많이 뺐어

요. ‘오염이나 간섭이 없는 진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한가

에서 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R03SCRL R2 저는 ‘중국어 능력이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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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은 1차 채점자 협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담화 표지’ 영역에서 채점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추

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번제’ 이런 걸 보면서 정확성을 깎았는데 똑같이 적절하

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R3
그런데 ‘오염’, ‘간섭’ 같은 건 정확한 표현이다.. 맞춤법

이 안 틀렸다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 싶어요.

#R02SCRL C5

여기서 문법, 어휘, 맞춤법이 정확한가를 한 번에 물어

보고 있잖아요. ‘오염이나 간섭이 없는 진공’은 문법이랑

맞춤법은 정확하고. ‘어휘가 정확한가’의 문제 같은데..

‘선탁’은 정확하지 않은 어휘가 맞고.

#R04SCRL C2

기준을 두 개로 나눈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가’랑 ‘적절한가’를 똑같이 보면 나눈 이유가 없잖

아요. ‘오염’, ‘간섭’은 정확이 아니라 적절에서 깎아야

하는 게 아닌가.

#R03SCRL A1
저는 계속 다 똑같은 점수를 줬는데 다르게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2SCRS C4

지금 글의 구성 부분에서 담화 표지 부분이 점수가 많

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2번 학생한테 1점을 줬는데

선생님(채점자1, 채점자 4)은 4점이랑 3점 주셨고, 9

번은 6점 1점 2점 4점 지금 다 너무 달라요. 이게 왜

6점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R04SCRS C2

저는 2번은 ‘그러나’, ‘따라서’, ‘하여, 결론적으로’ 이렇

게 있고 글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9번은 ‘왜냐하면’, ‘반면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여러가지 측면 사려해야 한다.’라고 설명

해서 4점을 줬고요.

#R02SCRS

R3

지금 담화 표지가 몇 개 없는 거잖아요. 9번에서 ‘이런

문제가~’는 표지도 아니고 심지어 주제에서 틀린 표현

인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 측면을 생각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니까.
R2 이거는 담화 표지라고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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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간 의견 조정은 수험자의 구체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채점 구인에 대한 지

속적인 논의를 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채점자들

은 구인에 대하여 더 근거 있고 정교한 이해를 공동으로 구성(co-construct)할 수

있다(Trace, Janssen, Meier, 2017:4).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채점자들이

수험자의 수행에 비추어 채점 구인의 적절성을 고민하고 보완 또는 추가 해석이 필

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인지 체계를 구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

#R04SCRS C2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앞에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

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니까 담화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에서 보면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

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했다’. 조직적으로 연결하려고 쓴

거잖아요.

#R03SCRS

R1
담화 표지가 이것처럼(5번 글) ‘우선’, ‘둘째’, ‘마지막’,

‘따라서’ 아니에요?

R3

전 이런 게 없으니까 1점을 준 건데. 그리고 정말 너무

적고요. 담화 표지를 잘 써서 글이 논리적으로 잘 써졌

다 싶은 글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R01SCRS R2

저는 일단은 글들이 다 짧잖아요. 그래서 짧은 글에 담

화 표지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산만

하니까 많이 안 썼어도 점수를 잘 줬어요. ‘왜냐하면’,

‘반면에’, ‘-니까’. 써야 하는 표현들은 다 잘 썼어요.

#R02SCRS

A1 너무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은 저도 공감해요.

R3

그런데 짧은 글에도 충분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데 다

들 너무 안 썼고 해서 6점을 줄 수 있는 글이 없었어

요.

#R01SCRS R4

‘하지만’을 써야 할 때 ‘따라서’를 쓴다거나 아예 틀린 담

화 표지를 쓰는 경우는 없던 것 같고. 말했던 것처럼

짧은 글에 많이 넣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보면 ‘~

생각하지만~’이라고 써서 어미에도 붙였고. 단락을 잘

나누고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내용을 쓰고 이유도 괜

찮게 제시했다 싶으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R03SCRS S2

그러면 이 기준은 6개로 나누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

요? 담화 표지가 없거나 2개 3개밖에 없어도 4점, 6점

을 받을 수 있는 거면.. 어떻게 이걸 6개로 나눠서 채

점을 해야 하는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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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2.2.2. 수험자 특성 추측을 통한 의사결정

Bachman(1990)은 평가 상황에서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수험자

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을 제시하였다. 채점자 협의 결과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언어적 배경, 전공, 쓰기 습관을 추측하여 점수 결정에 반영하였는데 이

는 수험자의 개인적 특징이 시험 수행에 끼치는 효과를 연구한 Ling(2002)이 수

험자의 특성 중 출신 국가(언어적 배경)와 전공을 영향 요인으로 제시한 바와 일치

한다.

순

채점 정보

(채점자-

협의 주제-

채점 영역)

무브 채점자 발화

#R01SS C1

우리가 15개를 채점했는데 글들이 다 다양하고 독특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비슷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채점

하니까 그리고 배운 문법을 잘 썼는지도 보고. 그래서

글이 항상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다르니까 쓰

는 문법도 다르고. 점수 주는 게 더 복잡하고 어렵네요.

#R04SS A1
학생들 나라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

한 글이 모인 것 같아요.

#R02SS

C1
저는 9번이랑 15번은 중국인 학생일 것 같다고 생각했

어요.

C2

쓰는 한자어가 다르고, 만약에 다른 나라 학생이면 정

말 한자어를 잘 배운 것 같아요. 한자어 표현이 잘 돼

있고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들이라서

C1 언어 사용에서 점수를 잘 줬어요.

#R04SS

C1
저는 2번이 잘 썼어요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글들

이랑 느낌이 달라요.

C2

문단도 내용에 따라서 깔끔하게 나눴고, 이유도 명확하

고. 보니깐 미래 고용 가능성을 위해 법학을 선택했다

고 썼는데 법을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썼나? 생각하게 됐어요.

#R03SS C3

저는 7번 글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

수를 낮게 줬는데 내용이 잘 안 읽혔어요. 선생님들은

몇 점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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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들은 수험자의 한자어 사용 수준을 통해 출신 국가를 추측하거나, 수험자의

전공이 높은 글쓰기 수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구조가

엉성하게 짜여있고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한 글에 대해서는 수험자가 쓰기 전 계획

단계를 생략하고 글을 써 내려갔을 것이라는 쓰기 특성에서 오류의 원인을 찾았다.

이처럼 채점자들은 수험자의 특성이 쓰기 수행에 끼치는 영향을 추측하면서 적극

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채점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였다. 하지만 2번 수험자의 경우

전공의 특성으로 ‘상기 두 가지 요소’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썼으나 이러한 표현은

앞뒤 맥락이나 글의 전반적 흐름과 어울리지 않아 적절성이 다소 떨어졌다. 채점자

4는 글의 유려함에 가려 표현상 오류가 존재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높은 쓰기

수행 능력의 원인을 수험자의 전공에서 찾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2. 채점자 신뢰도의 변화 양상 분석

본 절에서 채점자 신뢰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앞서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Facets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문항반응 곡선과 실제 채점

자료에서 나타난 반응빈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문항반응이론 Rasch 모형에서는 아래 [그림 Ⅳ-4]에서와 같이 초록색 선으로 표

시된 95% 신뢰구간을 설정해서 관찰치 곡선(x를 연결한 선)이 문항특성곡선(Y축

에서 출발하는 굵은 선)을 따라서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관찰된 점수들이 신뢰구간 안에 적절히 위치한다면 수집한 채점 자료가

Rasch 분석 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소영, 신동일, 2009:121). [그

림 Ⅳ-4]에서는 세 차례의 채점이 이뤄지는 동안 두 개의 ‘x’만이 95% 신뢰구간을

벗어나 위치해있는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집한 채점 자료가

Rasch 분석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R02SS C1

다른 학생들은 서론에 주제 설명하고 자기가 무슨 입장

인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이유를 말했어

요. 그런 글들은 점수를 잘 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게 없고 계속 쓰다가 나중에 자기 입장을 밝혔어

요. 그래서 언제 말하는 거지? 생각하게 되는 글.

#R01SS A4

아마 어떻게 써야겠다 계획을 안 하고 써서 그런 것 같

아요. 이 학생이 자기 입장, 그리고 어떻게 글을 끝내야

지 생각하기 전에 글부터 쓴 게 아닌가.

#R04SS
A1

그럼 이 학생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정하기 전

에 글을 시작한 거네요.
S1b 점수를 더 내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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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문항특성곡선과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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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체 국면별 채점 결과

[그림 Ⅳ-5]. 1차 채점 결과의 요약 도표

다국면 라쉬 모형을 기반으로 한 FACETS 프로그램은 채점자들이 각 수험자의

에세이에 대해 부여한 평가 결과를 코딩하면 측정 척도와 수험자, 채점자, 채점 영

역, 채점 등급표 국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 도표(summary map)로 제공한

다. [그림 Ⅳ-5]는 채점자들이 TOPIK에서 예시 채점 자료로 제시한 중⸱고급 에세

이 6편에 대해 예비 채점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왼쪽 첫 번

째 칸(Measr)은 측정 척도(scale of measurement)를 표시하는 것으로, 단위가

‘logit’으로서 기준점은 0으로 되어 있고, –3에서 +3의 범위를 갖고 있다. 이는

수험자의 능력, 채점자의 엄격성, 평가 기준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각 국면

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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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와 세 번째 칸(examinee)은 수험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0을 기준으

로 했을 때 0보다 높은 값에 있을수록 쓰기 능력이 뛰어난 수험자이고, 반대로 0

보다 낮은 값에 위치해 있을수록 쓰기 능력이 낮은 수험자임을 의미한다. TOPIK

에서는 중⸱고급 수준의 에세이 각 3편을 각각 상, 중, 하 점수를 대표하는 예시 채

점 자료로 제공하였는데, TOPIK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수험자의 번호를 순서대

로 제시하면 5-3-6-1-4-215)이다. 하지만 본 실험에 참여한 채점자들의 평가 결과

를 종합해보면, 3-5-4-1,6-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고급에서 ‘하’의 점수를 받은 에세이가 예비 채점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추후 채점자 협의 과정에서

채점자들이 특정 점수를 부여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밝히고, 채점 오류가

나타난 이유를 찾아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네 번째 칸(rater)은 채점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수험자 국면과 달리 채점

자(rater) 국면 앞에 ‘-’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0 로지트에서 위쪽

으로 위치할수록 엄격한 채점자이며, 0로지트에서 아래쪽으로 위치할수록 관대한

채점자이다. [그림 Ⅳ-5]에서 보면 네 명의 채점자 모두 –1 로지트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예비 채점에서 관대한 채점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자

엄정성의 분포가 넓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채점자 1이 채점자 2, 3, 4에 비

해 가장 관대한 채점자임이 드러났다. 채점자 1은 네 명 중에서 교수 및 채점 경력

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변인이 관대성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추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칸(criteria)은 채점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는 TOPIK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인에 따라 ‘내용’, ‘조직’,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

적 기능’ 등 총 4가지의 영역에 따라 채점자들에게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채

점자 국면과 마찬가지로 채점 영역 국면도 앞에 ‘-’를 표기하였기 때문에 0 로지트

보다 위에 있는 채점 영역은 엄격하게 평가된 부분이고, 0 로지트보다 아래에 있을

수록 관대하게 평가된 채점 영역이다. [그림 Ⅳ-5]를 보면 채점자들은 전반적으로

내용 구인을 관대하게 채점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휘, 문법, 맞춤법의 정확성과 적

절성 등을 평가하는 언어 사용 영역을 관대하게 채점하였다. 글의 전개 구조가 논

리적인지 평가하는 조직 영역은 0 로지트와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어, 채점자들 간

의견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험자들이 쓰기 장르가

15) 예비 채점을 실시할 때, TOPIK에서 예시 채점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각 에세이가 상, 중, 하
점수를 대표하고 있는바 점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므로 이전 수험자의 쓰기 능력이 다음 수험
자의 에세이를 채점할 때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에세이의 순서를 무작위
로 배열하여 채점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요약 도표에 나타난 수험자 번호가 대표하는 에세이의 특징을 정리하면, 1-중급의 중 수준(17점),
2-중급의 하 수준(8점), 3-중급의 상 수준(27점), 4-고급의 하 수준(9점), 5-고급의 상 수준(24
점), 6-고급의 중 수준(1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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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는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

은 다른 구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채점되었음이 드러난다. 해당 영역은 다

른 구인들과 엄정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므로, 채점 오류가 아닌지 밝히기 위

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 왜 이러한 엄정성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채점자 협의 과정에

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여섯 번째 칸(scale)은 본 실험에서 채점자들이 사용한 채점 등급을 나타낸다.

[그림 Ⅳ-5]를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총 9개의 채점 등급이 사용되었다. 채점

등급 국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각 등급의 간격이다. 간격이 일정하면 채

점자들이 각 등급을 균일하게 사용한 것이고, 각 점수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면 채점자들이 각 등급 점수 사이를 등 간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점수를 부여한 것

이다(이영식, 2014:364). [그림 Ⅳ-5]에서는 1점과 2점, 5점과 6점, 8점과 9점

사이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는데, 채점자들이 특히 3점과 4점, 6점과 7점, 7점과 8

점의 간격을 좁게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채점 등급 국면을 통해 각 등

급이 로지트값으로 환산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드러내는지도 알 수 있다.

‘---’으로 표시된 값은 0.5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3.5점이 –2 로지트값에 해당

한다.

1차 채점 이후 [그림 Ⅳ-5]와 같은 양적 연구 결과로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

해 1차 채점자 협의를 진행하며16) 각 채점자의 채점 특성을 분석하였다. 채점자 1

은 언어 사용 영역에서, 채점자 2와 채점자 4는 내용 영역에서 예시 채점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국가 출신인 채점자 1과 채점자 2

는 학습자가 산출한 한자어 어휘를 평가할 때 특히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대해 채

점자 1은 특히나 한자어가 주는 어감이나 뉘앙스의 적절성을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

을 느끼며, 몽골인 학습자들 또한 한자어 산출에 약점을 보인다고 밝혔다.

채점자 2와 채점자 4는 내용 영역에서 관대한 채점 결과를 보였는데, 채점 기준

표에 따라 엄격하게 점수를 부여하기보다는 표현과 전개상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수험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점자 3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채점자로, 다른 채점자들과

마찬가지로 내용 영역에 관대하고, 문법 오류 판별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다.

채점자 4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는 채점자로, 예

비 채점을 수행한 후 채점자 협의 과정을 거치며 본인이 채점 기준표에 따라 판단

하기보다는 수험자 에세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이나 평소 채점 특성과 신념에 따

라 채점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성찰하였다.

16) 채점자 협의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장 1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본 절에서는 다
음 도표를 제시하기 전 채점 양상에 변화가 나타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협의 과정에서 다룬 내
용을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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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2차 채점 결과의 요약 도표

1차 채점 수행 이후 채점자들은 채점 결과를 상호 비교하며 2점 이상의 점수 차

이를 유발한 채점 영역에 대해 그 이유를 탐색하고 점수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과

정을 거쳤다. 이러한 채점자 간 협의의 수행이 단기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채점을 수행하였다. [그림 Ⅳ

-6]은 1차 채점에서 적용한 채점 영역과 채점 기준은 유지한 채 새로운 피험자 군

인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15명이 작성한 15편

의 에세이를 채점한 결과이다.

채점자들은 1차 채점자 협의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유발한 요소로 채점 기준

과 구인에 대한 상이한 해석, 그리고 학습자의 글과 쓰기 능력에 대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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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선정하여, 점수 조정을 위한 토의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2차 채점에서는 채

점 대상이 되는 피험자 군의 특성과 쓰기 과제에 변화가 생겨 기존에 합의를 이룩

했던 영역에서도 개별 채점자들이 피험자의 글의 수준이나 쓰기 능력을 판단하거나

채점자 엄격성을 발휘하는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먼저 네 번째 ‘-rater’ 칸에서 1차 채점에서 가장 관대한 채점 경향을 보인 채점자

1과 반대로 가장 엄격한 채점자였던 채점자 2의 엄격성 정도가 뒤바뀐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다. 채점자 엄격성의 폭 또한 첫 번째 채점 차시에 비하여 더욱 커졌는

데, 이는 채점자 간 협의에서 채점자들이 자신의 채점 경향을 깊게 성찰하여 엄격

한 채점자는 더 관대하게 채점할 것을, 관대한 채점자는 더 엄격하게 채점할 것을

다짐한 데에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채점자들이 다른 채점자와 점수를 조

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채점자의 점수 부여 근거와 주장을 수용하고, 본인이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래의 채점 특성에서 많은 변화를

기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Criteria’ 칸을 보면, 조직과 언어 사용 영역의 채점 엄

격성은 1차 채점 결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 영역과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 간 엄격성의 차이가 더 벌어졌음이 나타난다. 기존의 토의 모델은 참여자 간

논쟁이 ‘주장-근거-반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

나, [그림 Ⅳ-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번의 협의 작업으로는 채점자들이 공동

으로 구축한 해석 체계를 내재화하여 채점에 반영하기 어렵다. 참여자들이 본래 지

니고 있던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조정하여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정도

의 합의에 도달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채점에 적용하기보다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

하다. 그 이유는 수행평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작업은 채점자의 정

보 습득과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인지적으로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수반한다

(Zhang, 2016:37). 채점자의 인지 과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기존의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실제 채점 수행 이전에 채점자들에게 평가 오리엔테이션

과 예비 채점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채점에서 사용하게 될 채점 기준표와 친숙

해지도록 한다. 채점자들은 나름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 주어진 채점 구인과 채

점 기준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자가 작성한 글의 수준을 판단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이후 본 채점이 시작되면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에 대한 인지 체계가 담

긴 기억 저장소(memory storage)에서 정보를 회상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험자의

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조직하고 결합한 후 경중을 가늠하고

(weighing) 통합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을 수

행한다(Myford & Wolfe, 2003:387). 이처럼 채점자는 채점 기준표에 제시된

정보를 처리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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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Ⅳ-7]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안정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 번의 채점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Ⅳ-7]. 3차 채점 결과의 요약 도표

최종 3차 채점 결과를 제시한 [그림 Ⅳ-7]을 보면, 2차 채점 결과인 [그림 Ⅳ-6]

에 비하여 채점자들 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상당히 조정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수험자 국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칸을 보면 0 로지트 위에 위치한 수험자들이

0 로지트 아래에 위치한 수험자들보다 조밀하게 밀집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채점

자 토의 과정에서 채점자들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추론해보았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잘 쓴 글에 대해서는 채점자들이 이견 없이 높

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각 채점 영역이 의도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수험자들에게 비슷한 정도의 점수가 매겨진 것이다. 둘째는 채점자들이 모두 관대

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수한 채점자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좁은 간격

으로 분포가 형성되지만, 비교적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는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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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를 주는 것을 회피하나 어느 정도의 변별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채점 영

역과 채점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의 분포가 넓게 형성된 것이

다.

채점자 국면을 보면 본 채점에서 채점자들의 엄정성에 다시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수행한 1차 채점과 2차 채점에서는 채점자들이 상당히 관대한 채점

특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 채점자들이 협의를 수행한 결과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채점자들이 채점 편향을 보여 관대한 채점이 이루어졌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채점자 1은 문법 및 어휘 영역에서 나타난 표현상의 오류를 판별하지 못하여

감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채점자 2는 쓰기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오래 교수한 경험 때문에 채점자가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글을 작성하였다면 내용 영역에서 점수를 관대하게

주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3차 채점 결과 채점자들은 여전히 –1 로지트와 0 로

지트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관대성을 띠지만, 이전의 채점들에 비하여 엄정성의 수

치가 많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 1절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채점자들이 양

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대성을 유발한 요소 중 채점자

주관성이 발휘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수 부여 근거에 대해 공감이 형성되

어 채점 기술어와 채점 기준에 더욱 충실하게 채점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칸에 제시된 채점 영역(Criteria) 국면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채점되

는 구인의 순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장 관대하게 채점된 내용 영역과 가장 엄격

하게 채점된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 간 폭이 다소 좁아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

다. 채점자들은 각각 1차 채점과 2차 채점이 종결된 후에 수행된 채점자 간 협의

에서 각 구인별 채점 양상을 성찰하였다. 특히 내용 영역과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

역에서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한 채점 기술어의 의미를 분석하였을 때

서로 상이하게 해석한 부분이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Lumley(2002)에 따르면 각

점수 단계를 구분하는 채점 기술어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더라도 기술어는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 나타날 모든 상황(eventuality)을 상정하여 채점자에게 정

확한 점수 부여의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텍스트의 특징

(textual feature)과 채점 기술어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채점자는 학습자의 글을 판단할 때 채점 기준과 본인의 직관적인 인상 속에

서 늘 긴장감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Ⅳ-7]의 채점 영역 국면에서 각 구인

에 따른 엄격성의 폭이 이전 두 차례의 채점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좁혀졌

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점자들은 협의를 통한 집단 성찰을 통하

여 가변적인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글에 드러난 특정

능력이나 오류에 대해 점수 척도상 어떠한 정도의 판단을 내려야 할지 인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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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처럼 채점 국면별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국면 라쉬 모형 기반

FACETS 프로그램을 통해 채점자들의 채점 양상 변화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

다.

2.2. 채점자 신뢰도

2.2.1. 채점자 내 신뢰도

채점자 내 신뢰도는 Facet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채점자 측정치 도표에서 내적

합도 평균제곱값과 내적합도 표준화값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17) 채점자 내적합도

(Rater infit) 지수는 수험자의 능력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문항의 예상치

못한 문항반응 형태에 가중치를 둔 적합도 지수이다(장소영, 신동일, 2009:125).

채점자 내적합도는 예상치 못한 정보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

의 추정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채점자의 내적 일관성을 판단할 때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데, 내적합 평균 제곱값(Infit MnSq)이 0.7 이상 1.3 이하이거나

(Wright & Linacre, 1994; McNamara, 1996; Bond & Fox, 2015) 내적합

표준화값(Infit ZStd)이 ±2 사이일 때 채점자 내 일관성이 적합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내적합 평균 제곱값이 0.7 이하일 경우에는 과적합(overfit)한 채점이라고 판단된

다. 과적합한 채점자는 보통 극단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고 중심경향성

이나 후광 효과를 보이는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Engelhard, 2002; Myford &

Wolfe, 2004). 채점자들의 가변성은 다소 억제하고 채점자 간 높은 일치도 형성

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채점자 교육하에서는 채점자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중

간 점수로만 점수를 부여하거나 대부분의 채점자들이 부여할 것 같은 점수를 모방

하여 채점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채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곤 했다. 따라서 채점자들

이 과적합한 채점을 했다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 점수로 결탁

(collude)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Eckes, 2011:77). 이러한 이유로 과

적합한 채점은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채점자 신뢰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지만,

다국면 라쉬 모형에 의해 과적합한 채점 경향이 신뢰도가 낮다고 판별될 수 있다.

반대로 내적합 평균 제곱값이 1.3 이상일 경우에는 부적합(misfit)한 채점이라고

판단된다. 부적합한 채점은 채점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떨어져서 채점의 신뢰도가

낮게 측정되는 것이다(이영식, 2014b:364-365). 중앙 점수로 집중되어서 신뢰도

지수가 높게 판단될 우려가 있는 과적합 채점과 달리 부적합한 채점은 측정치의 실

질적인 의미를 상당히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측정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17) 외적합도 평균 제곱값(Outfit MnSq)과 외적합도 표준화값(Outfir ZStd)을 통해서도 채점자
내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지만 내적합도(infit)가 채점자 측정치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중요
하게 사용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Linacre, 2002; Myford & Wolfe, 2003) 본 연구에
서는 내적합도값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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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타당성과 사용을 위협할 수 있어서 과적합한 채점보다 더 문제적인 채점이

라고 여겨진다(Wright & Linacre, 1994; Myford & Wolfe, 2003). 따라서

부적합한 채점을 먼저 소거하여 적합한 범위 안으로 들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표 Ⅳ-4>. 1차 채점의 채점자 측정치

<표 Ⅳ-4>는 1차 채점 결과에 대한 채점자 측정치를 나타낸 도표이다. 내적합 표

준화값은 모두 ±2 안에 위치하나, 내적합 평균 제곱값을 보면 채점자 1은 과적합

경향을, 채점자 3은 부적합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5]에

서도 나타났듯이 채점자 1은 가장 관대한 채점자로, 수험자들의 쓰기 능력을 엄격

하게 변별하기보다는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 점수대를 빈번

하게 사용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채점자 3은 엄정성이

가장 높은 채점 경향을 보였는데, 사후 인터뷰 결과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서열을 엄격하게 매겨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

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70명의 학습자 중에서 5명

에게만 높은 등급을 부여해야 하므로 잘 쓴 글에 대해서도 4점 또는 5점을 부여하

고, 매우 우수하게 쓰인 글을 발견해야만 남겨두었던 6점을 부여하는 채점 경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소의 채점 특성과 평가 맥락의 영향으로 부적합한 채

점이 나타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채점자 총점
관찰

평균

조정

평균

Rasch 측정값 내적합도

logit 값 표준오차
평균

제곱값
표준화값

R01 53 5.89 8.21 -2.25 0.26 0.39 -1.7
R02 57 5.18 6.87 -1.43 0.25 0.80 -0.3
R03 48 4.80 6.78 -1.38 0.26 1.53 1.1
R04 47 5.22 7.57 -1.81 0.27 1.05 0.2
모집단: 표준오차평균 0.26 표준편차 0.23 분리비 0.86 층위 1.48 분리신뢰도 0.43

표본: 표준오차평균 0.26 표준편차 0.30 분리비 1.15 층위 1.87 분리신뢰도 0.57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7.0 자유도: 3 유의확률: 0.07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2.1 자유도: 2 유의확률 0.34

채점자 간 일치 빈도: 50 실제 일치도: 14 = 28.0% 기대 일치도: 13.2 = 26.4%

채점자 총점
관찰

평균

조정

평균

Rasch 측정값 내적합도

logit 값 표준오차
평균

제곱값
표준화값

R01 246 5.23 5.71 -0.62 0.13 1.05 0.3
R02 180 6.00 8.10 -2.02 0.16 0.53 -1.9
R03 241 5.02 5.29 -0.40 0.13 1.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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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2차 채점의 채점자 측정치

<표 Ⅳ-5>는 1차 채점 이후 1차 채점자 협의를 진행하고 채점자들이 본인의 채점

특성 및 채점 오류를 인지한 후에 수행한 1차 채점의 채점 결과이다. 예비 채점에

서 과적합과 부적합한 채점을 보인 채점자 1과 채점자 3은 채점자 협의 이후 수행

한 1차 채점 결과 각각 내적합 평균 제곱값이 1.05와 1.08로 나타나 채점자 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 채점에서는 내적 일치

도 수치가 안정적이었던 채점자 2가 2차 채점 결과 내적합 평균 제곱값이 0.53으

로 낮게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인 0.7에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채점자 2의 내적합 표준화값은 –2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채점자 2의 내적 일관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앞선 1.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채점자 간 협의에 참여한 채점자들은 본인이 기

존에 설정했던 채점 기준의 오류를 발견하고 동료 채점자와 기준의 의미 체계를 조

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합의된 기준의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함에서 적응

필요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는 수행평가 채점에 내포된 성질인 인지적 복합성 개

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일로, 해당 채점자 또한 이러한 이유로 2차 채점에서는 채

점자 내 신뢰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Ⅳ-6>. 최종 채점의 채점자 측정치

마지막으로, <표 Ⅳ-6>에서 최종 채점 결과 채점자 측정치를 살펴보면 네 명의 채

R04 264 6.00 7.18 -1.33 0.13 0.84 -0.6
모집단: 표준오차평균 0.14 표준편차 0.62 분리비 4.51 층위 6.35 분리신뢰도 0.95

표본: 표준오차평균 0.14 표준편차 0.72 분리비 5.24 층위 7.32 분리신뢰도 0.96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77.1 자유도: 3 유의확률: 0.00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2.9 자유도: 2 유의확률 0.23

채점자 간 일치 빈도: 212 실제 일치도: 45 = 21.2% 기대 일치도: 44.6 = 21.1%

채점자 총점
관찰

평균

조정

평균

Rasch 측정값 내적합도

logit 값 표준오차
평균

제곱값
표준화값

R01 192 5.49 6.34 -0.76 0.14 1.13 0.6
R02 290 5.09 5.19 -0.10 0.11 0.67 -1.9
R03 226 5.02 5.68 -0.38 0.12 1.15 0.7
R04 268 5.96 6.69 -0.97 0.12 0.98 0.0
모집단: 표준오차평균 0.12 표준편차 0.31 분리비 2.57 층위 3.76 분리신뢰도 0.87

표본: 표준오차평균 0.12 표준편차 0.37 분리비 3.02 층위 4.37 분리신뢰도 0.90

고정된 엄격성 카이제곱값: 33.5 자유도: 3 유의확률: 0.00

무선적 엄격성 카이제곱값: 2.8 자유도: 2 유의확률 0.25

채점자 간 일치 빈도: 217 실제 일치도: 40 = 18.4% 기대 일치도: 45.2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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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의 내적합 평균 제곱값과 표준화값 모두 채점자의 일관성 확보를 의미하는 적

합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 채점자 2의 경우 내적합 평균 제곱값이 0.67로 측정

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뢰도 적합 범위인 0.7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이나

Wright & Linacre(1994)의 논의에 따르면 내적합 평균 제곱값이 0.6에서 1.4

에 위치할 때 채점자 내 신뢰도가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학자마다 제

시하는 수치가 조금씩 상이하나, 0.6 이상의 적합도 또한 내적 일치도가 확보되었

음을 인정받는 수치이며 표준화값은 안정적으로 일치도 범위 안에 들어왔음을 통해

채점자 2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에서 <표 Ⅳ-6>까지 제시된 채점자 측정치의 변화 양상을 통하여 두 차

례의 채점자 간 협의를 통해 채점자들은 채점 편향을 유발한 요소를 파악하고, 채

점 기준에 대한 공고한 인식 체계를 공동으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채점 기준

을 정립하여 반복되는 채점 속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채점자들이 채점 편향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본인의

채점 특성을 조정하였을 때 뒤따르는 후속 채점에서는 내적 일관성의 향상과 채점

편향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Wigglesworth(1993)의 논의를 입증한다.

2.2.2. 채점자 간 신뢰도

<표 Ⅳ-4>, <표 Ⅳ-5>, <표 Ⅳ-6>의 하단부를 보면 채점자 측정치 보고에서 채점

자 간 일치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채점자들이 얼마나 유사한 채점

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채점자 간 신뢰도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일치도(exact agreements)와 기대 일치도(expected agreements)를 통해 드러

난다. 실제 일치도는 채점자들 간 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빈도를 계산한 후 산출된

점수가 정확하게 일치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며, 기대 일치도는 Rasch 모

델에 데이터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일치도가 기대 일

치도보다 높게 측정된다. Rasch 모델의 전체 일치도는 [(실제 일치도–기대 일치

도)/(100-기대 일치도)]의 공식을 이용하여 로지트값이 계산된다. 0 로지트를 기

준으로 음수값이 나오면 모형에 의해 예측된 채점자 간 일치도에 비해 실제 채점자

간 불일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가 나오면 채점자들 간 편차가 충분하

지 않은 채점자 간 일치도, 즉 기대 이상의 과적합 양상이라는 것을 뜻한다(장소

영, 신동일, 2009:82).

<표 Ⅳ-7>. 각 채점 차시별 채점자 간 일치도 수치

실제 일치도 기대 일치도 채점자 간 일치도
예비 채점 28% 26.4% 0.01 로지트
2차 채점 21.2% 21.1% 0.001로지트
최종 채점 18.4% 20.8% -0.03 로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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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와 <표 Ⅳ-5>에서 측정된 1차 채점 결과 실제 일치도(28%)와 기대 일

치도(26.4%) 수치를 통해 계산해보면 채점자 간 일치도는 0.01 로지트로 측정되

었으며, 1차 채점 결과 실제 일치도는 21.2%, 기대 일치도는 21.1%로 채점자 간

일치도의 수치가 0.001 로지트로 높은 수준의 채점자 간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두

차례의 채점자 간 협의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채점을 수행한 최종 채점의 결과를 나

타낸 <표 Ⅳ-6>에 따르면 채점자 간 신뢰도의 수치는 –0.03 로지트로 마무리되었

다.

채점자들은 1) 채점 기준표를 따르는 정도, 2) 구인을 해석하는 양상, 3) 채점

자 본인의 엄격성 또는 관대성, 4) 채점 척도 범주의 이해와 사용 양상, 5) 수험

자, 채점 기준, 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채점자 가변성(rater

variability)을 보인다(Bachman & Palmer, 1996; McNamara, 1996;

Lumley, 2005). 채점자들의 의사결정 시 동등한 지분으로 점수 조정 작업을 추

구하는 토의 모델은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채점자들이 본래의 채점 특성

을 제거하여 모든 채점자가 채점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양상에서 통일성을 보

이거나 정확히 같은 채점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채점자

간 협의를 모두 종료한 후 최종적으로 부여한 점수가 용인 가능한 정도의 유사한

채점 결과에 도달할 때 각 채점자 사이에 나타난 점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와 동

시에 높은 채점자 간 신뢰도의 확보를 기대한다(Wang, 2010:110). <표 Ⅳ-7>의

채점자 간 일치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채점자들은 본인의 채점 특성을 유지하면서

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채점자 측정치 결과는 채점자 신뢰도에서 토의 모델 기반 채점자 간 협의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2.3. 채점자 경향

2.3.1. 채점자 엄격성

채점 오류를 유발하는 요소로 자주 제시되는 채점자 엄격성(rater severity) 또

는 관대성(leniency)은 학습자의 수행에 대하여 보장된(warranted) 점수보다 낮

거나 높은 점수를 일관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다(Engelhard, 1994:98). 채점자

엄격성은 각 채점자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쉽게 조정되지 않으며 조정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

라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수행평가 맥락에서 각 채점자의 엄격하거나 관

대한 채점 특성이 학습자가 받게 될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아진다. 채점자 신뢰도는 채점자가 반복적으로 채점을 수행하여

도 본인이 부여한 채점 결과가 일관적으로 유지되거나, 채점자 간 수용 가능한 정

도의 유사성을 보이는 정도를 뜻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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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수행하여도 채점자 신뢰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자칫 신뢰

도가 높은 채점자라고 오인받을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Congdon and

McQueen, 2000:164). 이에 채점자 신뢰도 수치가 놓칠 수 있는 채점자 엄격성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국면 라쉬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Lunz & Stahl, 1990; Myford, 1991; Lumley & McNamara, 199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세 차례의 채점이 수행되는 동안 채점자들의 엄격성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집단 수준의 엄격성

채점자 엄격성 수치는 다국면 라쉬 모형 기반 FACET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채점자 측정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고정된 카이제곱값, 유의수준, 모

집단의 분리비와 층위값을 통하여 채점자 엄격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고정된

카이제곱값
유의수준 모집단 분리비 층위

예비 채점 7.0 0.07 0.86 1.48
2차 채점 77.1 0.00 4.51 6.35
최종 채점 33.5 0.00 2.57 3.76

<표 Ⅳ-8>. 각 채점 차시별 채점자 집단 엄격성 수치

6개의 채점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된 예비 채점은 채점자들이 주어진 채점 기준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글을 채점하는 작업의 친숙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아 수행되었으

며 학습자 군의 수준 차이가 극명한 글을 채점 대상으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채점자들의 엄격성의 정도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가설을 영가설로 제시하였는

데, 유의수준이 0.01보다 낮을 때 영가설이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표 Ⅳ–8>에

서 볼 수 있듯 예비 채점 결과 유의수준은 0.07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

하고 채점자들의 엄격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 모집단의 분리비는 채점자 간 엄격성 정도의 차이와 측정 오차 간 양적 관계

를 나타내는데, 계산된 수치에 따르면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이가 측정 오차보다

약 0.86배 크다는 점을 뜻한다. 1.48의 층위가 의미하는 바는 채점자들의 엄격성

이 약 1개의 층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채점자 엄격성의 측면에서 예비

채점에서는 네 명의 채점자가 매우 유사한 수준의 엄격성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작성한 15개의 글을 본격적으로 채점하게 된 2차 채점과

최종 채점의 결과는 예비 채점과 사뭇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차 채점의 채

점자 국면을 분석한 결과 고정된 카이제곱값은 77.1, 유의수준은 0.00으로, 영가

설이 기각되어 채점자들의 엄격성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이 증명되었다.

특히 모집단의 분리비와 층위가 예비 채점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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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의 두 번째 행을 보면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이가

측정 오차보다 약 5배 크며, 층위값인 6.35는 채점자들의 엄격성이 약 6개의 층으

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최종 채점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채점

자들이 서로 다른 엄격성의 정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차 채점에 비하

여 모집단 분리비와 층위값이 감소하였는데,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이가 측정 오차

보다 약 2.57배 크며 채점자들의 엄격성은 약 4개의 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개인 수준의 엄격성

개인 수준의 엄격성은 FACET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종합 요약 도표와 채점자

측정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채점에서 채점자 2, 채점자 3, 채점자 4

의 엄격성은 –1로지트와 –2로지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채점자 1의 엄격

성 수치는 –2 로지트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관대한 채점자임이 드러났

다. <표 Ⅳ-4>에서 각 채점자의 조정 평균값을 확인해보면 채점자 1의 조정 평균

값은 8.21점으로, 가장 엄격한 채점자인 채점자 2의 조정 평균인 6.87점과 약

1.3점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 2차 채점에서는 [그림 Ⅳ-6]의 요약 도표를 통해 채점자 1이 채점자 3과 함

께 –1 로지트와 0 로지트 사이에 위치하여 엄격성의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채점자 2의 엄격성 수치는 –2 로지트에 위치해 있는데, 이전

차시에 비하여 관대성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표 Ⅳ-5>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채점자 2의 조정 평균값은 8.10점으로, 가장 엄격한 채점을 수행한 채점자

3(5.29점)과 약 2.8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채점자들은 각각 5.71점, 8.10점,

5.29점, 7.18점의 조정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들의 개별 엄격성의 정도가 상당히

구별되는 수치임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3차 채점에서는 개별 채점자 엄격성 수치의 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Ⅳ-7]을 보면 채점자들의 엄격성 수치가 모두 –1 로지트와 0 로지트 사이

에 위치하며, 그 폭 또한 크지 않다. <표 Ⅳ-6>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로 개인 수준

의 엄격성을 확인해본다면 채점자 1은 6.34점, 채점자 2는 5.19점, 채점자 3은

5.68점, 채점자 4는 6.69점의 조정 평균값을 보였다. 가장 관대한 채점자와 가장

엄격한 채점자가 약 1.5점의 차이를 보이도록 엄격성의 차이가 조정되었다는 점에

서 채점자 간 협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3.2. 채점자 편향성

채점 시 발생하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점자의 행동 속에서 하위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체계적인 양식을 보이는지, 그리고 오류 소거의 여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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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채점자들은 다른 채점자

와 비교하였을 때 엄격하거나 관대한 특정 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 채점자가

아닌 특정 과제 또는 채점 영역과의 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채점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채점자와 평가 상황에서의 어떠한 영역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이 바로 채점 편향(rater bias)을 불러일으킨다(Lumley & McNamara,

1995:56). 본 연구에서는 같은 장 1절에서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

한 결과 채점자들이 채점 구인과 이를 기술한 채점 기준을 각기 주관적으로 해석한

바에 따른 의미 체계상 불일치에 관하여 조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을 파악하였다. 토의 모델에서 강조하는 효과 또한 채점 준거 의미의 공동 구성을

통한 점수 조정인바 본 하위 절에서는 t 검정을 활용하여 채점자와 준거 간 상호작

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1차 채점

t 검정을 통하여 채점 편향성의 정도를 파악할 때는 일반적으로 t 값이 ±2 이상일

때 유의미한 편향성이 나타났다고 이해된다(이성준, 2019:121). 이에 채점 준거

와 채점자 간 상호작용이 발생한 횟수와 그 안에서 채점 편향이 드러난 비율을 아

래 <표 Ⅳ-9>에서 살펴본 결과, 준거와 채점자 간 편향이 0.25%로 나타났다.

<표 Ⅳ-9>. 1차 채점 시 채점자와 준거 간 편향 분석

아래 <표 Ⅳ-10>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본 결과 모든 채점자가 네 개의

채점 구인 중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에서 편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

검정을 통해 채점자들이 해당 구인을 토대로 학습자의 글을 채점하는 것에 있어서

취약함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여 추후 진행될 두 차례의 채점과 채점자 간 협의에

서 이를 중점적으로 소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Ⅳ-10>. 1차 채점에서 준거와 채점자 간 편향

② 2차 채점

2차 채점에서 채점자와 채점 준거 간 상호작용 횟수를 분석한 결과 예비 채점 때

채점자와 채점 국면 간 편향 유형
통계량 준거×채점자

상호작용 횟수 16
±2 초과 t값(%) 0.25

R1 R2 R3 R4
내용 1.80 1.93 1.70 -
조직 1.56 1.37 1.34 1.40
언어 사용 1.65 1.98 1.87 1.67
사회언어학적 5.41 5.41 5.50 5.59



- 119 -

와 마찬가지로 16번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으나, ±2 이상의 t 값은 나타나지 않았

다.

<표 Ⅳ-11>. 2차 채점 시 채점자와 준거 간 편향 분석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Ⅳ-12>와 같다. 다섯 번째 행에서 각 채점자

와 사회언어학적 기능 간 편향 정도를 보면, 각각 –1.03, 1.21, 0.79, -0.84로

모두 –2 이상 +2 이하의 범위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채점 구인

의 편향성 수치 또한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채점자 편향성이 소거되었다는 점

이 매우 특기할 만하다. 다만, 채점자 4와 내용 영역 간 편향성이 다소 위험한 수

치를 보여 최종 채점에서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존재한다.

이처럼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한 결과 예비 채점 때와 달리 2차 채점에서 채점자

와 준거 간 편향이 나타나지 않아,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이 의미하는 바와 이를

토대로 채점을 수행해야 할 방안에 대해 모범 채점 자료를 토대로 논의한 점이 편

향성 제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2>. 2차 채점에서 준거와 채점자 간 편향

③ 최종 채점

두 차례의 채점자 간 협의를 거친 후 수행한 최종 채점에서도 2차 채점 때와 동일

한 수치가 계산되었다. 채점자와 준거 간 상호작용 횟수는 16회이며, 마찬가지로

±2 초과 t 값은 0이다.

<표 Ⅳ-13>. 3차 채점 시 채점자와 준거 간 편향 분석

<표 Ⅳ-14>에서 채점자와 구인 간 채점 편향성 수치를 확인한 결과 그 구체적인

양상은 2차 채점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예비 채점에서 모든 채점자와 편향성을

채점자와 채점 국면 간 편향 유형

통계량 준거×채점자
상호작용 횟수 16
±2 초과 t값(%) 0

R1 R2 R3 R4
내용 0.59 -1.07 -0.43 1.83
조직 1.29 -1.18 0.49 -0.12
언어 사용 -0.12 1.10 -1.08 -0.08
사회언어학적 -1.03 1.21 0.79 -0.84

채점자와 채점 국면 간 편향 유형

통계량 준거×채점자
상호작용 횟수 16
±2 초과 t값(%) 0



- 120 -

보인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의 편향 수치를 보면, 각각 1.00, 0.40, -1.74,

0.12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모두 들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차 채점에서 다소

높은 편향성을 보인 채점자 4와 내용 영역 간 편향성 수치 또한 1.83에서 –0.05

로 대폭 감소하여 채점 편향성이 나타날 여지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기타 수치에

대해서는 모두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 채점자 간 협의를 거치며 채점자와 준거 간

편향성이 소거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채점 오류 소거에 채점자 간

협의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표 Ⅳ-14>. 3차 채점에서 준거와 채점자 간 편향

R1 R2 R3 R4
내용 -0.86 0.08 0.75 -0.05
조직 -0.25 -0.93 1.39 -0.41
언어 사용 0.07 0.28 -0.52 0.42
사회언어학적 1.00 0.40 -1.7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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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논의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수행평가 관련 연구에서 채점자

주관성은 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거해야 하는 화두였다. 채점자 주관

성은 채점자 경험(Barkaoui, 2010; Attali, 2016), 채점 척도(Eckes, 2005;

Schaefer, 2008; Lim, 2011), 과제 유형(In’nami & Koizumi, 2016;

Ahmadi & Sadeghi, 2016), 수험자(Kondo-Brown, 2002; Yan, 2014), 언

어 배경(Johnson & Lim, 2009; Kachchaf & Solano-Flores, 2012) 등 다

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 이외에 이와 같은 채점자 요

소의 가변성(rater variability)이 채점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점자 교육 실행, 채점 척도 개발, 각 숙달도 단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시문(anchor paper) 제작, 채점 편향을 드러내는 채점자 식별, 채점 양상 분석

을 위한 다국면 라쉬 모형 사용과 같은 방안들이 사용되었다(Johnson, Penny,

Gordon, Shumate & Fisher, 2005). 하지만 채점자 주관성을 소거하려는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점자들은 여전히 채점 편향을 유발하는 주관적 요소를 없

애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채점자 신뢰도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였던 채점자 교육조

차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Bonk & Ockey, 2003; Lumley, 2005;

Eckes, 2011; Yan, 201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쟁 이론(argumentation

theory)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등장하여 점수 조정을 위한 협의 과정과 언어 평

가 내 논쟁 기반 타당화 작업 간 연계점을 형성하여 이를 설득적 대화(persuasive

dialogue)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Kane(2013)은 Toulmin(1958)이

정리한 논쟁의 구성 요소인 ‘주장, 근거 자료, 반대 주장, 지지, 타당화, 반박’을 기

저에 두고 수험자의 수행에 대해 채점자가 수행한 해석과 가정의 타당성

(plausibility)과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그는 각 채점자가 자신

이 부여한 점수의 근거로 설정한 요소들을 수집하여 타당화 틀(validity

framework)을 제작하여 다른 채점자들과 설득적 대화를 수행하는 작업이 채점자

신뢰도 확보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점수 조정을 위해 논쟁에 참

여한 채점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의

반박에 대응하거나, 상대의 반박에 설득되어 입장을 바꾸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

며 본인의 채점 경향과 점수 결정 과정 및 근거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

는다. 채점자들이 자신의 주관성을 인지하고 기존에 참고하였던 채점 기준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설득적 대화 과정은 채점자 교육에서 미미하거나 다뤄지지

않는 영역으로, 논쟁의 유무로 인하여 채점자 교육에 비하여 논쟁 기반 설득적 대

화가 채점자 연구에서 각광받게 되었다(Lunz and Stahl, 19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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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이론에서 파생된 설득적 대화는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말차례의 순서 교대 과정을 거치며 수행하는 목표 지향적 대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Walton, 2005:2). 이에 본 연구는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 중 집단 협의를

통해 점수 차이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토의 모델을 적용

하여 채점자들이 독립적인 채점 수행 이후 동료 채점들과 점수 부여 근거 및 채점

결과에 대해 협의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다국면 라쉬 모형 기반 양적 데이터

분석 결과와 채점자 간 협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텍스

트와 채점 구인 해석 양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채점자 편향과 채점 기준표 및 채점

자 간 협의 과정이 유발한 채점자 주관성 발현 여지의 제공이 채점 오류의 결정적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5장에서는 상이한 채점 결과를 유발한 각 요소를

소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추후 채점자 신뢰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밝

히고자 한다.

1. 채점자의 채점 편향성 소거 방안

1.1. 채점자 간 협의를 통한 텍스트 독해 전략 보완

제2언어 평가 상황에서 학습자가 산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

력을 판단해야 하는 채점자에게는 언어를 구성하는 각 기능 영역을 우수하게 수행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전자는 언어를 사용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적 능력(procedural competence)으로, 후자는 언어가 구

성되어 있는 짜임새를 파악할 수 있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을

갖춘 성찰적 능력(reflective competence)으로 해석할 수 있다(Lehmann,

2007:247). 촘스키(Chomsky)에 의하면 채점자에게 요구되는 위 두 가지 능력은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이루는 요소로,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이상

적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원어민 화자’라는 개념과 경험적으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Taylor(2005)는 양질의 시험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한 조

건 중 하나로 ‘언어적 의식(linguistic awareness)’이 높고 언어 능력의 표준화를

달성한 채점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였을 때 비

원어민 채점자에게서 나타난 채점 편향의 원인은 ‘비원어민’이라는 채점자의 정체성

이 아닌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Davies, 2003).

대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화자인 비원어민 채점자들

의 언어 능력은 쓰기 평가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발휘된다. 본 연구에서처럼 분석적

채점 기준이 주어졌을 경우 채점자들은 먼저 채점 기준을 읽고, 시험에서 측정하고

자 하는 세부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거친 후에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을 내재화하여 본격적으로 학습자의 글을 채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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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비원어민 채점자들은 촘스키가 언급한 언어 능력 개념을 토대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파악하는데,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쓰기를 구성하는 각 요

소가 응집력 있게 조직되어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

행한 세 차례의 채점 및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의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채점자

들 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유발하였거나 채점자 내 편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요

소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파악하는 성찰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지엽적 채점 특성의 발현이었다.

제1언어 쓰기 평가에서 채점자들이 모어로 쓰인 텍스트를 읽을 때는 단어의 의미

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여

문맥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제2언어 쓰기 평가 맥락에서는

채점자들이 단어의 의미의 정확성 또는 적절성 판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

체적인 글의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김진원, 1999:206). 언어

능력이 우수한 채점자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절차적 능력과 전체적인 글의 짜임

새를 파악하는 성찰적 능력이 모두 발달했기 때문에 텍스트 독해 시 정보의 자동

처리 기능(automatic processing skill)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자의 글을 토

대로 쓰기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문

장을 어구에 따라 적절한 의미 단위로 끊고, 내용의 논리성과 글의 구조를 파악하

는 등 독해에 필요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언어 자극을 조직하는 데

능숙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화된 기계적 부호화 기능(automatized mechanical

decoding skill) 덕분에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성찰적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텍스트를 이루는 하위 요소의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두는 채점자는 글을 구성하고 있는 지엽적인 단위나 형태, 문

자에 초점을 맞춰 읽기를 수행하는 양상을 보인다(McLeod & McLaughlin,

1986:114). 예를 들어, 제2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독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지

및 해석 능력의 자동화가 부족하게 형성된 채점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문법성 판단

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Lehtonen & Sajavaara, 1983). 이는 독해

초반에 자소(grapheme), 음절, 형태소, 단어, 어구(phrase) 등 작은 언어 단위

입력의 시각적 처리에 집중하는 상향식 독해 모형(bottom-up process)과 유사한

읽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천경록, 2008:249).

이처럼 언어 능력의 발달 정도는 독해 시 정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양상에 영향

을 끼쳐 단어에서 단어로의 처리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또는

텍스트의 거시적인 통사 구조를 파악하고 맥락적인 의미를 해석하여 확장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차이를 유발한다(Cromer, 1970:479-480). 본 실험에 참여

한 채점자들은 채점 경력이 많으며 언어 능력이 우수한 전문가이나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들 대상 문법 오류 수정 위주의 쓰기 평가를 수행한 기존 채점 특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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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향식 독해 모형을 기반으로 쓰기 채점을 수행하는 텍스트 접근법이 채점 편향

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장에서 제시한 채점 차시별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채점자들

은 전반적으로 내용 영역에서 관대한 채점을 수행하였으며 글의 전개 구조 영역을

기술한 채점 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면서 점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본인의 채점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

채점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 학습자가 사용한 단어

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별하는 작업에 무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되어 내용의 타당성

이나 구조의 유기성을 취약하게 평가하였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이후 수행한 후속

채점에서는 어휘 및 문법뿐만 아니라 각 문장과 문단,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내용

과 구조가 응집력 있게 구성되었는지를 해석하는 확장적 독해를 수행하면서 학습자

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에 최종 채점 결과 초기 채점과 비교하였을 때 채점

자 편향성이 대거 소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토의 모델 기반의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은 비원어민 채점자들이 기존의 채

점 양상을 성찰하여 상향식 독해에서 벗어나 분석적인 접근법을 토대로 학습자의

글을 독해하고 타당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입증

하였다.

 
1.2. 점수 차이 유발 요소 파악을 통한 채점자 엄격성 조정

다국면 라쉬 모형은 여러 국면에서 채점자가 수행한 채점 결과물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적 수치로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일정 수준의 채점 경력이 쌓인 채점자들은 주어진 채점 기준표와 기술어를 바탕으

로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채점자

내 신뢰도 수치를 계산했을 때 눈에 띄는 결함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처

럼 6점의 점수 척도를 사용하여 채점을 수행하였을 때 전문적인 채점자들의 경우

동일한 과제에 대해 한 채점자는 1점을 부여한 반면 다른 채점자는 6점을 부여하

는 극단적인 채점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인 점수 차

이가 크지 않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점수를 반복적으로 부여하였을 때도 채점자 일관성의 수

치는 높게 측정되며, 채점자가 실제로 판별한 오류의 수와 수정 양상을 보면 정확

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Kobayashi, 1992). 이는 신뢰도 수치가

내포하는 한계점으로, 채점 과정의 질적 분석을 동반하였을 때 채점자의 채점 양상

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이에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은 양적 데이터로는 판별이 어려운 각 채점자의 점수 부

여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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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2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채점 기준에 대하여 학습자의

글과 채점자의 내적 점수 결정 과정을 토대로 점수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의

미한 점수 차이를 유발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채점자 영향(rater effect)으로 주로

제시되는 네 가지 요소인 (1) 엄격성, (2) 후광성, (3) 집중 경향성, (4) 범위의

제한성 중 채점자 엄격성의 영향력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채점자들에게서 타당

하지 못하거나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 양상이 발현될 때

학습자가 진점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나(Lumley & McNamara, 1995)

채점자 엄격성은 채점자 내 신뢰도 수치를 통해서 발견하기 어렵고 채점자의 고유

한 특성이기 때문에 쉽게 소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점자가 채점 과정 시 마주하

는 가장 심각한 오류(Cronbach, 1990)로 지적받는다. 이에 채점자 신뢰도 및 전

문성 확보를 위하여 채점자에게서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 양상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차 채점 결과 채점자 2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점자임을 인지하고, 동료

채점자와 특정 점수를 부여한 근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수보다 더 높은 점

수를 줄 수 있는 이유에 공감하였다. 특히 내용과 조직 영역에서 기술어를 다른 채

점자들과 상이하게 해석하여 공동으로 이해 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엄격한 채

점 양상이 나타난 근거를 찾았다. 하지만 2차 채점에서 해당 채점자는 가장 관대한

채점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엄격한 채점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

들은 엄격한 채점 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후속 채점에서는 후하

게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Guilford, 1954). 채점자 1과 채점자

4의 경우 소속된 교수⸱학습 배경이 학습자의 동기를 강하게 유발해야 한다거나 시

험 결과가 학습자의 입시 및 취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습

관적으로 학습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을 꺼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관대성

오류는 상대방에게 비호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

로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과 자신을 특정 범위 안에서 동일시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Thorndike & Hagen, 1977:487). 또한, 점수 차이를 조정하

기 위해 점수 부여 근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 표현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

거나 내용 및 조직 영역에서 감점이 되어야 할 요소를 관대하게 수용한 점에 대해

서는 채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후속 채점에서는 보완하고자 하였

다.

채점자들이 점수를 결정하는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였을 때 채점자들은 동일한 채

점 기준이 주어져도 이를 해석하거나 비중을 두는 정도를 달리 파악하는 등 상이한

적용 양상을 보인다(Milanovic, Saville, and Shen, 1996; Eckes, 2008;

Baker, 2012).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채점 기준을 이해하였을 때 채점자마다 엄

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채점을 수행하게 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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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ttis(1977)는 채점자 엄격성 또는 관대성이 유발하는 채점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이 채점 수행 시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채점 기준

을 공동으로 확립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들이 협의를 통하여 채점 준거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편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토의 모델의 효과에 기대어(Moss, 1996; Johnson 외 2005; Trace 외,

2017) 채점자들이 주관적인 이유로 발현된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 특성이 발생시

키는 오류를 소거하기 위하여 각 점수 단계별 채점 기준이 의미하는 바와 그에 따

라서 점수 척도별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

였다. 이에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채점 기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점수 단계가 대표하는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점자 간 협의는 채점자가 자신의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

점 양상의 정도와 그것이 채점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Saal 외, 1980), 타당

하지 못한 점수를 일관적으로 부여하여 채점자 신뢰도 수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을 훼손할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채점 기준 및 협의 단계의 유효화

2.1. 채점 기준의 상세화를 통한 공동의 해석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채점자들은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사회

언어학적 기능’ 이하 네 가지 채점 영역과 10개의 채점 기준을 토대로 채점을 수행

하였다.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하기 이전에 채점자들은 재직 기관에서 학습자의 글

을 채점할 때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이 생소하고 불편하여 채점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점

기준표는 채점자들이 이전에 채점 시 활용한 적이 없으며, 1차 채점 이전에는 공동

의 이해 체계를 확립하지 않았다.

채점 기준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유발된 채점자 변인의 가변성은 채점자들에게

동일한 채점 기준이 주어져도 개인적으로 해석한 구인에 의지하여 채점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이다. 학습자의 수행 능력이 아닌 채점자

특성이 채점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을 소거하는 작업이 기반이 되어야 수행평가가

의도에 맞게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Engelhard, 1994; Weigle, 1998). 채점

자 가변성은 채점자들이 부여한 점수 간 불일치성을 유발하는데(Bachman &

Palmer, 1996; Weir, 2005; Lumley, 2005) 이는 채점자마다 채점 준거 수용

정도, 채점 기준 해석 양상, 엄격성 또는 관대성 정도, 점수 척도 구별 양상 등에

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Eckes, 2008:156). 채점자마다 학습자의 글에서 중

요하게 판단하는 영역과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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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채점을 실시하였을 때 채점자 가변성의 영향으로 채점자 내 신뢰도 수치가 채점

자 간 신뢰도 수치보다 높게 측정된다(Jonsson & Svingby, 2007:135). 따라서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채점자들에게 빈번하게 요구되는 능력은 채점

기준의 해석과 사용의 능숙함이다. 전문성을 갖춘 채점자들은 주어진 채점 기준을

모두 활용하여 학습자 글에 나타난 텍스트 특징과 채점자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통

합할 수 있다(Cumming, 1990; Wolfe 외, 1998).

채점 기준을 해석하는 동안 발생하는 채점자의 인지적 과정은 채점자가 학습자의

구체적인 쓰기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양상에 영향을 끼친다(McNamara, 1996;

Wolfe, 1997). 본 연구에서도 채점자들은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유발한 요소를

찾기 위하여 채점자 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점자 간 신뢰도를 훼손시킨 원

인을 채점 기준의 해석을 공유하지 않아 서로 다른 이해 체계를 바탕으로 용어를

이해했음에서 찾았다.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채점자의 신뢰도

가 향상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는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는 결론이나(Silvestri

& Oescher, 2006; Spandel, 2006)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채점자 간 공유하는 채점 기준에 대한 해석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밝힐 수 있었다. 세 차례의 채점자 협의를

거치며 다음과 같이 채점 기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수립한 결과 채점자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인 협의 결과 합의된 해석

내용 및 과제 수행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서술하였으

며, 두 입장 중 한 가지만 선택하였을 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였

다고 판단할 수 있음.

⦁과제에서 제시된 핵심어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

⦁주제를 전개하기 위한 근거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썼는지 확인할 것.

글의 전개 구조

⦁‘글의 구성’ : 필자가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지 확인.

⦁‘담화 표지’가 의미하는 바 공유.

언어 사용

⦁표현의 적절성과 정확성은 서로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복

된 내용으로 감점하지 않기 위해 감점 요소 공유.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격식’ :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의 글에

도 필요한 채점 영역이며 종결어미에 유의하여 채점할 것.

사회언어학적 기능
⦁구어성을 띠는 어휘뿐만 아니라 어미, 문장 어순, 성분 간 호응

등으로 인한 표현적 부적절성 또한 주의하여 채점할 것.

<표 Ⅴ-1>. 채점 기준표의 공동 해석 체계

Long(1985;1996)은 제2언어 사용자의 언어 입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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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text modification)을 통해 입력을 변형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텍스트

수정의 하위 방법 중 상세화(elaboration) 전략은 이해 및 해석에 문제가 있는 언

어 구성 요소에 부가적 정보를 덧붙이는 것으로, 의미적 세밀함을 제공함으로써 내

용의 이해를 돕는다(홍종명, 2010:11). 본 연구에 참여한 채점자들은 협의를 통해

주어진 채점 기준표에서 해석상 차이를 유발한 용어와 구를 찾아 이를 명료화할 수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상세화 과정을 거치며 채점자들은 채점

기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상호 간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와 같이 협의를 통한

채점 기준 상세화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존의 논의들은 원

어민 채점자와 비교하였을 때 비원어민 채점자가 채점 시 더욱 비중을 두는 구인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는 데에서 그쳤다(Cumming 외, 2000; Shi, 2001; Kim

and Gennardo, 2012; Yuko 외, 2015). 이는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의의를 함포하고 있으나 채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성찰

과정을 통해 채점자의 주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이고 채점자 모두 높은 수

준의 유사성을 갖고 채점 기준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채점 기준에 대한 상이한 해석 차이가 유발하는

채점 편향이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2.2. 채점자 간 협의의 다각화를 위한 수정적 모델

본 연구에서는 토의 모델을 적용하여 세 차례의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하고 그 과

정에서 산출된 각 채점자 무브의 성질을 순서 교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점수 차이

를 조정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채점자 간 협의

연구를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예상한 바를 넘어 협의가 더욱 다각적

으로 이뤄지고 협의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주제

분석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채점자 발화 및 협의 과정을 분석할 필요에 당면하였다.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 협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연

구들은 공통적으로 협의는 매우 역동적인 정신적 과정을 수반하며 이뤄진다고 밝힌

다(Felstiner 외, 1980; Mather & Yngvesson, 1981; Merry & Silbey,

1984; Putnam & Holmer, 1992). Brett & Thompson(2016:68)은 그 이

유를 참여자들의 심리학적 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 채점자 내부에서 발현되는 심리

학적 요소로 밝혀진 것은 채점자의 인지와 편향, 성격, 동기, 감정이다. 이들은 채

점자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산출하는 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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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협의가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 깊숙이 영향을 끼

친다. 채점자 외적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소로는 채점자 간 관계,

권력과 지위, 문화를 제시할 수 있다. 소규모의 학교 또는 기관과 같이 협의에 참

여하는 채점자가 거의 바뀌지 않는 환경이라면 사회환경적 요소는 협의가 이뤄지는

맥락을 고착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에 참여하는 채점자가 유동적으로 바뀐다면

해당 요소는 협의의 맥락에 가변성을 부여하여 협의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 것이

다. 이처럼 협의가 지닌 역동적인 성질에 더해 채점자들이 내부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의 영향으로 다면적인 의사소통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의 모델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협의의 과정을 단순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에 토의 모델에 내포된 한계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자 간 협의의 과정은 ‘주장 제기-수용-반박-조정’과 같이 단계적이고 일

회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의 토의 모델은 채점자들이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

거를 타당화하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의견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

점자들이 합의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Boyatzis(1998)의 논의를 바탕으로 발화 내용을 대주제와 소주제별로 범주화하

고, 세부적인 발화는 순서 교대 단위로 분석하여 Sevgi-Sole & Ünaldı(2020)에

서 제시된 바에 따라 각 채점자 무브의 특성을 밝혔다. 네 명의 채점자가 세 차례

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산출한 채점자 무브는 <표 Ⅳ-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

장’, ‘수용’, ‘거절’, ‘점수 협의’라는 큰 틀 안에서 ‘주장 유지’, ‘자신의 주장에서 오류

인지’, ‘오류가 있는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 제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문 제

기’, ‘상대의 주장 또는 근거 제기 요구’, ‘조정 거부’ 등 세부적인 하위 무브가 복합

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Brett(2000)는 협의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협의 전략과 점수 부여 근거 개념

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점자 협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협의 결과 도출 과정(Bre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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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의에 참여한 채점자들은 각자가 산출한 점수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점수 부여 근거를 공유한다. 채점자 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여 점수의 조

정이 불가피할 때 각 채점자는 상호의 점수 부여 근거 중 수용 가능한 입장을 채택

한다. 이는 주장과 반박, 수용과 거부를 반복하며 발생하며 협의를 통해 채점자들

은 잠재적인 합의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협의 전략은 채점자들이 합의점에 도달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지향적 행동의 성격을 띤다(Weingart, Thompson,

Bazerman & Carroll, 1990). 채점자들은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협력적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수행

능력과 가장 유사한 점수를 결정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행동은 점수

부여 근거의 공유를 토대로 형성된 잠재적 합의점과 결부되어 최종적인 협의 결과

를 도출하는 데에 이른다. 정리하자면 채점자들이 점수 조정을 위해 겪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복합적인 반면에 기존의 토의 모델은 단선적인 협의 과정만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모델을 형성하는 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모델은 두 명의 채점자 간 협의를 전제로 협의 과정을 설계하였는데

이는 실제 점수 조정이 필요한 맥락에 적용하기에 다소 부적합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학교 또는 기관과 같이 학습자의 평가를 담당하는 채점자가

적어 단 두 명의 채점자가 협의를 수행하는 상황보다는 두 명 이상의 채점자들이

협의에 참여하는 상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였을 때도 본 모델을 채점자 신뢰도 확보의 방안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채점자가 협의에 참여하는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두 명의

채점자가 협의를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선행연구들은 앞서 제시한 단선적인 협의

과정 이외에도 점수 부여 근거 또는 합의점 도출 방안 또한 단순하게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네 명의 채점자가 세 차례의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한 결과 채점자들이 입증 및 반박을 위해 제시하는 근거는 예시 채

점 자료뿐 아니라 텍스트에 드러난 학습자의 쓰기 수행 능력, 채점 기술어의 의미,

각 점수 단계가 의도하는 능력, 비중을 두는 구인의 차이, 수험자 특성, 채점자 특

성 등으로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점수 조정을 위해 제시하는 합의점 또한 다방면으

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채점자들과 같이 일정 수준의 채점 경력이 있는 전문적인 채점

자들은 저마다 설득력 있는 점수 부여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협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

적 판단이나 편향에서 기인한 주장과 근거들이 제시된다면 이는 채점자들이 합의점

에 도달하는 작업을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채점자의 주관이나 편향은

채점자들 사이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로 채점자 간 신뢰도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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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채점자들이 점수 조정을 위한 합의된 의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처럼

다수의 채점자가 협의에 참여하게 되면 협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성되어 협의가 더욱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채점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장려하되 합의점 도달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통제할 수 있도록 토의 모델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기존의 토의 모델은 다양하고 복잡한 협의 과정을 반영

하지 못하고, 두 명 이상의 채점자들이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점수를 조정하고 합

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Ⅴ-2]와 같이 기존의 토의 모델을 수정

하여 도식화하였다.

                                [그림 Ⅴ-2]. 수정된 토의 모델

수정된 토의 모델의 특성을 설명하자면 연구자는 협의에 내포된 역동성을 반영하

여 주장과 반박의 과정이 반복되고 구체적인 양상을 띨 수 있도록 모델의 각 단계

를 설계하였다. 채점자 간 협의는 토의 모델에서 제시하는 과정에 따라 세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델에서는 협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채점자 간 협의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틀의 형식이 탄탄하게 갖춰졌는지 고려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협의는 ‘주장 제기-입증-반박-점수 조정’과 같이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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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채점자들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될 협의의 과정을 구체적

으로 안내해준다면 이를 토대로 채점자 협의 과정을 수행하기 더욱 수월할 것이다.

Neu(1988)에 따르면 협의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의 형태를 분석하였을 때 연구자

는 대화 내용의 분석이 제공해주지 못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들이 수행한 발화를 주제별로 범주화한 후, 구체적인 응

답 형태는 발화 목적에 따라 채점자 무브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응답

방식(response mode)’은 화자가 발화한 구체적인 내용 이면에 있는 발화 목적이

무엇인지 청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Soldow & Thomas, 1984). 즉, 대

화 형태를 분석하여 발화의 내용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인지,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지, 또는 상대의 주장에 납득하여 점수 조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청자가 빠르게 이해한다면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전

발화자의 발화 내용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는 참여자들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이 도출하게 될 최종 합의 결과의 질

에 영향을 끼친다(Weingart 외, 1990). 따라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협의 과

정이 협의 결과에 행사하는 효과는 협의의 내용과 형태를 모두 분석하였을 때 더욱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채점자 변인이 협의 과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통제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채점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요소로 채점자 변인을 규

정하였을 때 채점자 변인은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 및 출신 문화, 전공, 교수 및 채

점 경력, 성격, 그리고 효능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이창수, 2014:18). 이 중에서

먼저 채점자의 언어적 배경 및 출신 문화와 협의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 문화마다

협의의 의미와 진행 과정을 어떻게 달리 파악하고 있는지 논의한 연구들은(Cohen,

1997; Markus & Lin, 1998; Schwartz, 1999; Brett, 2014) 특히 개인주

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 간 차이를 가장 빈번하게 다루었다(Markus &

Kitayama, 1991; Leung, 1998).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문화의 구성원

들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집단주의적 문화의 구성원들은 관계를 중요시함에

따라 전자는 문제 해결적 접근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반면 후자

는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다루는 성격을 보인다

(Triandis, 1990). 이처럼 문화는 개인이 타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점자가 협의 시 사용하는 전략이 출신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채점자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장려되는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는 상대의 주장에 수용적인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협

의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의 문화적 배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채점자의 교수 및 채점 경력, 성격, 효능감에 따른 채점자 간 지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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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협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

편중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였을 때 채점자의 개인적 자질(personal

quality)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채점자가 개별 채점자 또는

채점자 집단에게 존중받는 정도는 바로 해당 채점자의 지위를 보여주는 척도로 기

능한다(Magee & Galinsky, 2008:359). 채점 경력이 풍부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여 협의를 지배하는 채점자가 등장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타인 앞에서 펼치는

것을 꺼리는 성격의 채점자 또는 채점 경력의 부족으로 채점자로서 효능감이 낮은

채점자가 존재할 때 채점자들의 지위에 위계가 발생하여 채점자 간 협의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채점자들이 특정 개인의 단언적

인 주장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채점자가 내리는 쉬운 결정에 기대어 본인의 입

장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보다는 모든 채점자가 대화에 동등하고 비판적으로 참여하

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Moss, 1996:26).

채점자 간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 명의 채점자가 주도권을 독점

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채점자가 본인의 점수 부여 근거 및 점수 결정 과정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한다. 동등한

참여를 통하여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협

력적 전략의 사용이 채점자 간 협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Forgas,

1998).

이처럼 수정된 토의 모델 기반의 채점자 간 협의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채

점자 변인의 통제는 실제적인 채점 작업에 투입되었을 때 채점자 신뢰도 확보에 긍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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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채점자의 점수 부여 근

거와 점수 결정의 기준을 유지 또는 수정해나가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토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채점자 협의 과정을 설계한 후 채점자 간 토의를 진행하

였다. 채점자들은 세 차례의 채점과 협의 과정을 거치며 집단 성찰 과정을 통해 본

인과 동료 채점자의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 공동의 목표인 채점 편향 소거 및 채점

일관성 획득을 위하여 채점 특성을 보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교수⸱학습 상

황에 놓인 비원어민 채점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채점 양상을 분석하여

채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 목표를 설정한바 제2언어 쓰

기 및 제2언어 쓰기 평가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평가에서의 신뢰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 관련 제반적인 이론의 흐름을 정리하여 연구의 기초를 쌓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 방법의 바탕이 되는 토의 모델의 등장 배경과 활용의 의

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채점자 교육의 유형과 과정을 정리한 후, 채점자 조정 과정

모델과 그 하위 유형인 토의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밝혔다.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양상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타당한 쓰기 평가의 도

구를 설계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연구를 토대로 본 실험에 참여한 다양한 배경의

피험자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쓰기 과제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

로 채점 도구를 설계함에 있어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

펴보았다. 선행연구의 논의들에 따르면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였을 때 채점

자 신뢰도가 훼손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분

석적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는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익숙한 체계이며 공인성을 인정받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준표를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작성한 글은 ‘내용 및 과

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적 기능’ 총 네 가지의 채점 구

인을 통하여 분석적으로 채점되었다. 해당 채점 구인을 적용하여 채점자들이 채점

을 수행할 때 채점자 주관성이 발휘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채점 지침을 제

공하기 위하여 채점 기술어를 작성하였다. 이는 North(2003)의 논의를 참고하여

각 점수 척도 단계를 동일한 구가 바탕이 되나 수식어구와 수량사의 정도에 차이를

두어 구분하는 추상적 서술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비교적’, ‘보

통 수준으로’, ‘어느 정도’, ‘거의’ 등의 부사를 사용하여 점수 단계마다 차이를 부여

하였다. 채점 척도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 수준의 쓰기 평가에서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고 채점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애매한 상황에서 중간 점수를



- 135 -

택하는 회피 전략을 방지할 수 있는 6점으로 구성하였다.

채점자가 본인의 채점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자신과 다른 채점자들의 점수 부

여 근거를 비교하여 더욱 타당한 채점 결과를 일관성 있게 산출하기 위해서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이 강조된다. 논쟁 이론을 기반으로 등장한 설득적 대화는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반박 의견을 제기

하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모든 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득적 대화에 내포된 협의의 원리를 채점자 연구에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토의 모델 기반의 채점자 간 협의 과

정을 설계하였다. 토의 모델은 점수 조정 과정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문적인 채점자가 없는 상황에서 채점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

로, 협의에 참여하는 모든 채점자가 동일한 역할의 비중을 가져 바람직한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채점자들은 ‘주장 제기- 근거 제시 – 반박 의견 제시 –

반박 근거 제시’의 순환적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갈등과 조정의 대화를 반복하는 동안 채점자들은 서로의 점수 결정 과정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며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 채점 오류뿐만 아니라 이를 유발한 원인을

소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채점자들이 내적, 외적으로 수행하는 적극

적인 채점 양상 성찰은 궁극적으로 채점자 신뢰도 확보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한

다.

채점자 간 협의는 단선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토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

한 새로운 협의 주제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네 명의 채점자가 세 차례의 협의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이 산출한 협

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였다. 협의 과정 동안 다루어진 많은 양의 채점자 발화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주제 분석

법을 적용하여 질적 데이터를 범주화하였다. 채점자들의 발화를 전사한 후, 대화

내용을 ‘포괄적 주제-조직적 주제-기초적 주제’로 수직적으로 위계화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는데, 그 결과 채점자들은 텍스트 비판 및 채점 기준 해석과 같은 가시적 요

인과 채점자의 주관적 특성과 수험자 변인에 대한 고려와 같은 주관적 기준으로 분

류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점으로 협의를 진행해갔다. 이러한 범주화에 따라 1차 채

점자 협의에서는 가시적 요인으로 텍스트 비판 및 해석과 채점 기준의 의미 분석

을, 주관적 기준으로는 채점자와 구인 간 편향과 채점자 내적 편향을 주제로 다루

어진 협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2차 채점자 협의에서는 가시적 요인에서 채점 기술

어의 의미 재정립과 채점 기준의 의미 재해석, 주관적 기준에서 수험자 특성 추측

과 채점자 간 편향을 점수 조정의 주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3차 채점자

협의는 그간 이루어진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협의 과정을 성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각 주제별로 분류한 채점자 발화는 Sevgi-Sole & Ünaldı(2020)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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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채점자 무브 범주를 적용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득적 대화에서 주

로 사용되는 무브의 유형으로 제시된 ‘주장’, ‘반박’, ‘수긍’, ‘철회’ 단계를 바탕으로

본 실험의 채점자 간 협의에 참여한 채점자들의 발화 무브는 ‘주장 관련 무브’, ‘수

용 무브’, ‘거절 무브’, ‘점수 협의 무브’로 분류하여 채점자들이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채점자 신뢰도의 변화 양상을 양적 데이터로 살펴보기 위해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반응곡선과 실제 채점 자료에서 나타난 반

응 빈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채점 자료들이 두 번을 제외

하고 모두 95%의 신뢰구간 안에 위치해있음을 확인하여 다국면 라쉬 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국면 라쉬 모형 기반의 FACETS

프로그램은 채점 결과의 측정치를 요약 도표로 제공하여 채점자의 채점 수행 양상

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첫 번째 채점에서 채점자들은 비

슷한 수준의 엄격성을 유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관대성을 보였다. 또한, 내용 영역

을 가장 관대하게 채점하였으며, 조직 영역에서의 엄격성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

으나 사회언어학적 기능 영역이 다른 구인들이 채점된 엄격성과 2~3로지트의 차

이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채점자 간 논의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

다. 1차 채점을 마친 후 채점자들은 상호의 점수 부여 근거를 공유하며 엄격성의

차이를 유발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조정이 필요한 점수 부여 근거에 대한 토의를 수

행하였다. 이후 실시한 2차 채점에서는 하지만 1차 채점과 2차 채점에서 채점 대

상이 되는 피험자 군과 쓰기 과제가 동일하지 않아, 채점자들은 한 차례의 협의를

수행하였음에도 채점자 엄격성과 각 구인에 대한 엄격성의 폭이 1차 채점 결과에

비해 커졌다. 이에 2차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채점 오류를 유발한 요소를 파악하고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채점자 간 협의를 진행한 후 실시한 3차 채점

결과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채점 엄정성의 정도가 1로지트 이내에 모이게 되었다.

이는 채점자들이 본인의 채점 경향을 성찰하고, 두 차례의 채점자 협의를 거치면서

공동으로 구성한 점수 부여 근거의 의미 체계를 바탕으로 채점을 수행한 것에서 원

인을 추측할 수 있다. 채점 영역 국면에서는 엄격하게 채점된 구인의 순서는 유지

되었으나, 사회언어학적 기능 구인의 관대성이 다소 증가하여 다른 구인들과의 엄

격성의 폭이 좁혀졌다. 내적합 평균 제곱값을 통해 확인한 채점자 신뢰도는 세 차

례의 채점자 간 협의를 거치면서 모든 채점자가 0.7 이상 1.3 이하의 수치에 위치

하게 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평가 국면과 채점 준거, 그리

고 개별 채점자 편향성을 토대로 채점자 편향성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편향성의

수치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채점자 간 협의가 채점

자 신뢰도 확보와 편향성 감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채점자 간 협의 내용의 귀납적 분석과 채점자 신뢰도 변화 양상의 양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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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었다. 첫째, 채점자 편향성을 소거하

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동 처리 기능을 활성화하여 텍스트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해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채점자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채점자 엄격성 또는 관대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상세히 파악하고, 타당하지 못한 근

거로 엄격하거나 관대한 채점이 수행되었을 시 채점 특성을 보완한다. 셋째, 제2언

어 사용자를 위한 언어 입력의 상세화 전략을 사용하여 채점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

으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해석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기존에 제시된 토의 모델

의 한계인 단선적 협의 과정과 단순한 점수 부여 근거 및 합의점 도출 방안을 보완

한 수정적 토의 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한다.

본고는 채점자를 언어적 배경 또는 원어민성(nativeness)으로 구분지어 해당 변

인이 신뢰도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은 것

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다만, 비원어민 채점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

황 속에서 이들의 신뢰도 확보 연구가 미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비

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보이는 채점 편향성이

있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협의를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채점자 없이 점수 조정이 가능한 토의 모델을 기

반으로 채점자 간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양적, 질적으로 파악한 결과

채점자들은 집단 성찰을 통해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유발한 채점 오류를 소거해나

가는 면모를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간 이루어진 비원어민 교수자 대상 연구

가 중국과 태국에 치우쳐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채점자들의 점수 부여 근

거 및 채점 오류 소거 과정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쓰기 평가에서 비원어민 채점자

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채점자의 수와 변인이 다양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수정된

토의 모델을 적용하여 새로이 채점 및 채점자 간 협의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를 내포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원어민 채점자의 채점 특성 및 신뢰

도 양상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고 교실 교육에도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가

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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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Rater Negotiation
on Rater Reliability in Korean Writing Assessment

-application of the Discussion Model
among non-native Korean teachers-

Kim, Ji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aters’

reliability and compare the changes in rater reliability figure before

and after the negotiation by conducting the Discussion model-based

scorers' negotiation to improve the rating expertise of non-native

Korean teachers . To this end,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non-native teachers by conducting rater

negotiation among non-native teacher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scoring criteria and scoring grounds.

In general, in the field of overseas Korean education, where

evaluation is conducted in a performance assessment, non-native

teachers play a role not only as instructors but also as scorers.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performance evaluation, scorers face the need

to exclude subjectivity and consistently perform reliable scoring.

However, the absence of mother tongue intuition, which is presented

as the characteristic of non-native scorers, contributes to the severe or

lenient scoring of certain criteria, and lack of grammatical error

discovering ability. This rating characteristic had caused the

phenomenon of preferring native rater and getting low self-esteem for

the non-native rater. This study attempts to approach the non-native

rater study based on the latest theoretical trend that the scoring

ability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and that the rating bias can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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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ter negotiation.

Amid insufficient research on non-native raters despite the increase

in demand and importance of non-native rat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coring patterns of non-native raters, focusing on writing

which is difficult to conduct assessment. In order to interpret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grounds for allocating scoring,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 eliminating rating errors, the Discussion model

among the score norming models was applied to conduct the rater

negotiation.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in this study to explore way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non-native raters are as follows.

First, which rating characteristics appear in non-native

raters?

Second, what kind of discussion takes place in the process of

non-native rater negotiation?

Third, what kind of change does the rater negotiation cause in the

rating reliability pattern of each non-native rater?

Fourth,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deriving the Discussion model

between raters that is meaningful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raters?

In order to examine above questions, the contents of this paper were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1 deals with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and

research on the reliability of raters in writing assessment a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rating pattern of non-native

raters in writing assessment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latest theory.

Chapter 2 deals with general theories of rater reliability in the

second language writing assessment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xperimental design. Section 1 examin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second language writing assessment based on the concepts

of writing and writing assessment, and Section 2 examined the

concepts and methods of measuring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Section 3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experiment conducted in this study, and provides the basi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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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design by closely dealing with the background, specific

content, and steps of the Discussion model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rater training, frequently suggested in the

existing rating reliability study.

Chapter 3 presents a research method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KFL

raters. In order to control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 and examine

only the writing ability of the examinee, scoring tools such as scoring

criteria, scoring descriptors, and scoring scales were devised, and in

Section 2, the rater negotiation stag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Discussion model theory.

Chapter 4 describes the specific contents and results of the

experiment conducted in this study using the mixed research method.

In Section 1, in order to clearly organize the vast contents of rater

negotiation and categorize the factors that caused the score difference,

the topic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classify the topics of

negotiation based on visible factors and subjective criteria. The closing

unit of the raters’ utterance constituting each topic was interpreted in

the dimension of ’turn-taking’, and each utterance unit was analyzed

using the concept of 'rater move'. In Section 2, by analyzing the

summary map and rater reliability figure provided by Many Facet

Rasch Model, it was confirmed that after each negotiation, the

reliability within the raters and among the rater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the bias between the rater and criteria has decrea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and contents of rater negotiation,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discussion model has limitations such as

a linear discussing stage and a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rating-negotiating context. Accordingly, in Chapter 5,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ecuring the reliability of the raters, a

strategy for eliminating rater bias, validating the the stage of the

rater negotiation, and elaborating the descriptor were proposed.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revised Discussion model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 model applied in this study and to

supplement it.

In the last chapter 6,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experiment

conducted in this study, and implications of the whole stud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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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As su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securing rating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non-native raters by applying the Discussion model and

examining the rating and eliminating rating error process of

non-native raters in specific ways.

keywords : writing assessment, rater reliability, non-native rater, 

Discussion Model, rater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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