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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독서 감상문 평가 양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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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어과의 대표적인 수행 평가 도구인 독서 감상문에 대한 현직 국어
교사의 평가 양상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독서 감상문은 글을 읽고 난 뒤 자
신이 이해한 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글을 읽는 중에 느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 등을
자유롭게 진술하는 텍스트이다. 독서 감상문을 통해 국어 교사는 학생 독자의 사실
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이해 등 독해의 전 단계별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는 데 평가 도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독서 감상문이 지닌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해 독서의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행 평가 도구로서 널
리 활용되고 있지만 독서 감상문을 통한 평가의 목적에 따른 평가 요소의 선정, 평
가 척도의 개발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독서 감상문을 활
용한 독서 수행 평가는 널리 적용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평가 결과를 수업 상황에 온전히 환류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독서 감상문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감상문 평가 루
브릭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 평가자인 국어 교사가 어떠
한 평가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학생 30명의 독서 감상문 과제
에 대하여 15명의 현직 중학교 국어 교사들이 평가를 실시하였고 다국면 Rasch 모
형을 적용하여 평가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어 교사의 독서 감상문 평가 시
평가자 엄격성과 일관성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학생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
에 대한 수준 추정 양상,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별 난도 설정 및 가중치(weight) 부
여 방식,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와 평가자 간에 발생하는 편향 양상, 점수 척도의 활
용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 주제어: 독서 감상문, 국어 교사, 평가 특성, 평가 루브릭, 다국면 Rasch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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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독서 감상문은 학생들의 총체적인 독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안으로 폭넓
게 활용되어 왔다. 독서 감상문은 글을 읽고 자신이 이해한 바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진술하는 과제 유형으로 교사들은 독서 감상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읽기
과정을 실천해 가는지, 어느 정도의 읽기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독
서 평가가 선다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제한된 답지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우연에
의한 답지 반응을 포함하는 것의 문제와 함께 제시된 답지의 범위 이외의 다른 이해
나 반응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적 판단이 불가하여 선다형
검사를 통한 평가가 어려운 창의적 이해나 감상적 이해 등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
등은 독서 평가에 있어 독서 감상문을 활용하도록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2011년 이후 국가 수준의 평가 체제를 개선하면서 도입된 성취평가제는 수행 평가의
확대를 견인한 바, 독서 감상문 작성 과제는 국어과의 대표적인 평가 과제로 자리 잡
게 되었다.
그러나 독서 감상문이 교육적인 효용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수행 평가의 확
대 맥락에 있어 평가 도구로서의 의의가 명확한 데 반해, 독서 감상문이라는 과제의
성격이나 개념은 충분히 합의되거나 규정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류보라․서수현
(2013)은 독서 감상문의 개념이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 감상
문의 지도와 평가 상의 난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김라연․박은경(2011)은 교사와
학생 간의 독서 감상문의 개념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독서 감상문 지도를 더 어렵
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의는 모두 독서 감상문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
며 이에 근거한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와 이를 반영한 평가 요소 탐색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 감상문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의 이러한 논의들은 책을 읽고 난 후 글의 내
용을 요약하고 감상을 표현한 글이라고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경향을 도출해 낸다. 실
제로 독서 감상문에 대한 개념에 근거하여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를 요약과 감상
으로 크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거나(박동진, 2010a), 독해 능력을 세분화하여 세부 내
용 확인, 대의 파악, 추론, 평가, 반응, 창의적 표현으로 요소를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류보라․서수현, 2013). 이들의 논의들이 독서 감상문이라는 개념을 규정하
거나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므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독서 감상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독서 감상문의 개념이나 합의나 독서 감상문 구성 요소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독서 감상문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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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독서 감상문의 본질은 독자가 책을 정확히 읽고 폭넓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독자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읽기 능력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좋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결국 독서 감상문의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능력
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둘 다 인 것이다. 이에 독서 감상문의 평가를 실시할 때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균형
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혹은 서로 다른 비중으로 고려할 것인가가 독서 감상문 평가
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 상식이나 평가 목적을 고려한다
면 독서 감상문 평가에 있어 읽기 능력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 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독서 수행 평가인 독서 감상문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서
감상문 평가 도구의 개발과 독서 감상문 평가를 실시하는 국어 교사 평가자의 평가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독서 감상문에 대한 개념이나 과제 조
건에 대한 인식,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나 평가 요소별 가중치 부
여에 관한 평가자인 국어 교사들 간의 불일치 양상은 독서 감상문 평가의 신뢰성 문
제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 평가에 대한 평가자에 근거한 평가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고정적인 반응 기반 평가와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Linacre,
1989; McNamara, 1996).
독서 수행 평가로서의 독서 감상문의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나 준거, 평가 척도에 대한 평가자 오차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독서 감상문 평가에서 평가자 오차는 평가 결과의 불
확실성이나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평가자 오차의 근본적 문
제는 평가자 엄격성 때문이다. 평가자 엄격성은 평가자들이 평가 수행의 결과에 대해
높거나 혹은 낮은 수준으로 일관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Engelhard,
1994).
평가자 엄격성의 차이는 평가자들이 평가 요소나 준거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해
석하지 않거나 평가 척도의 수준 설정을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결과
로 평가자들은 동일한 수행 능력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 점수를 부여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평가자 간의 엄격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자
간 일치도를 통해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평가자 간의 평가 점수가 일치하면 평가 신
뢰도가 높을 것이란 가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평가자 내적 일관성의 문제도 평가자 오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독
서 감상문을 평가하는 국어 교사 평가자가 내적 일관성을 갖지 못할 경우 동일한 수
행 수준을 보이는 두 학생의 독서 감상문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점수를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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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미숙한 수행 수준을 보이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양상
이 드러난다. 이러한 평가자의 내적 일관성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평가자 오차를
유발한다(Linacre, 1989). 평가자 내적 일관성의 문제 역시 평가자 엄격성과 마찬가지
로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평가 준거나 척도에 대한 평가
자의 오개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평가 준거나 척도에 대한 평가자의 오개념은 평가 점수의 부여에 영향을 미쳐 결
과적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독서 수행 평가로서의 독서
감상문 평가에 참여하는 국어 교사들이 실제 독서 감상문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평
가를 실시할 때 점수 부여에 있어 엄격성의 수준, 특정한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에
대한 해석과 이에 따른 엄격성 수준, 평가 척도 범주의 적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평가 문제나 평가자의 오개념 양상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 수행 평가로서의 독서 감상문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감상문 평가에 참여한 국어 교사들의 평가 양상을 분
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 평가 상의 오차나 오류,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국면 라쉬 모형
(MFRM)을 활용하였다. Linacre(1989)가 개발한 다국면 라쉬 모형(MFRM)은 다수의
평가자, 과제를 포함한 여러 국면들을 고려하여 평가자 오차를 분석하는 데 용이한
모형이다(Engelhard, 1994; Kondo-Brown, 2002; McNamara, 1996; Wigglesworth,
1993).
다국면 라쉬 모형은 수행 평가 문항이나 과제와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이 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널리 적용되는 모형으로 일모수 로지스틱 모형인 Rasch 모
형을 확장하여 수행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면들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FACETS 프로그램은 이러한 Rasch 모형에 근거한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평가
자들의 평가 경향을 통계적으로 조정하여 평가 오류를 찾고 평가자 엄격성과 일관성,
평가 편향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장소영·신동일,
2009). 또한 이 프로그램은 편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편향 분석을 통해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가 어떤 편향에 의해 어떤 평가 요소에 치우쳐 평가를 실시하
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다국면 라쉬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 척도를 개발하거나
(김성숙, 2011; 최숙기, 2011), 언어 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의 평가 특성이나 평
가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박영민·최숙기, 2010; 박영민·최숙기, 2011; 박종임, 2011; 신
동일, 2001; 이영식, 2014) 등의 연구를 통해 수행 평가의 평가자 오류 문제를 해소하
고 평가 도구나 척도의 개발을 타당화는 연구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독서 감상문 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국
면 라쉬 모형을 적용한 FACET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학생 30명의 독서 감상문
과제에 대한 현직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 평가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산출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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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응 자료를 토대로 하여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 적용 시 국어 교사의 독서 감상
문 평가 시 평가자 엄격성과 일관성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학생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에 대한 수준 추정 양상,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별 난도 설정 및 가중치
(weight) 부여 방식,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와 평가자 간에 발생하는 편향 양상, 점
수 척도의 활용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Ⅱ독
.

서 감상문의

개념

및 평가 구인

탐색

독서 감상문은 흔히 독후 감상문(독후감)으로도 명명되며 서평과 유사한 목적의
과제 특성을 지닌다.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이 이해한 글의 내용을 요
약하고 느낀 바를 자유롭게 서술하는 글로서 일반적인 독후 활동이나 독서 과제로
부여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행 평가 체제의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적 평가와도
유관하게 활용되어 오는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독서 감상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매
우 빈번하다.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신의 독서 과정을 성
찰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명시적으로 진술해가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독해의 수준
으로까지 확장해 갈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독서 감상문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과정을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해 수준이나 양상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학습의 도구로 작동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학생
들의 독서 수행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의 도구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효용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독서 감상문의 개념이나 독서 감상문
작성의 방법,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박동진(2010a, 2010b)이나 류보라․서수현(2013)의 연구
는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 분산된 독서 감상문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독서 감
상문의 주요 구성 요소로 글에 대한 이해와 독자의 자유로운 반응으로 이원화여 ‘요
약’과 ‘감상’이라는 두 요소를 상정하고,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였기 때
문이다. 또한 독서 감상문은 독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구성한 반응
등을 표현해내는 능력도 수반되므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모두 요구되는 과제임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서 감상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 및
준거를 체계화하는 주요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독서 감상문의 평가 구인 즉 평가 요인을 체계화하는 것은 독서 감상문의 개념이
나 독서 감상문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단지
요약과 감상이라는 두 요소로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평가
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정보는 매우 빈약하게 된다. 이에 평가 구인을 구체
화하려는 논의가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될 필요가 있다. 류보라․서수현
(2013)은 독서 감상문 작성을 위해서는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전체 내용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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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글의 내용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
는 능력,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글의
이해의 범위를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속에서 고려하여 세부 내용 확인, 대의 파악,
추론, 평가, 반응, 창의의 6개 범주로 구분하여 독해 수행 양상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글에 대한 이해 즉, 독서 감상문에 반영된 독자의 읽기 이해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과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평가 비중을 어느 정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 탐색이 독서 감상문 평가 방안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읽기의 이해 과정을 체계화 할 때는 Mason, Scirica &
Salvi(2006)에서 제시한 해석적 반응(Interpretative responses)의 평가 범주를 고려할
수 있다. 이 평가 범주는 서사적인 글을 읽고 발생하는 여러 해석의 범위를 체계화한
것으로 Many와 Cox(1992)와 Schraw(1997)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독자
의 반응은 주제(thematic)에 대한 반응, 비판적(critical) 반응, 개인적(personal) 반응
3개로 범주하고 다시 이 범주의 세부 요소로 13개의 범주가 있다.
주제적 반응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내용 서술이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관련한 것이다. 독자는 필자(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
도나 의미를 습득 혹은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는 앞서 요약이나 글의 내용
이해나 파악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비판적 반응과 개인적 반응은 독자가 필자(작
가)의 의도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형성한 것과 관련 깊다. 비판적 반응은 텍스
트의 구조나 형식, 필자(작가)의 의도나 주제 의식에 대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 반응은 독자의 경험과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흥미, 몰입
등과 같이 개인적 반응을 진술한 것으로 앞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감상이나 반응과
관련 깊다.
주제적 반응은 1) 재진술: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의 진술, 2) 텍스트 기반 정교화:
텍스트에 소개된 내용에 대한 정교화, 3) 상징에 대한 해석, 4) 텍스트의 주제를 드러
내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가정, 5) 글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에 대한 진술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 파악에 관한 부분을 평가 요소로 체계화할 수 있다. 비판적
반응은 1) 필자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진술, 2) 텍스트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
석(글의 정보가 명료한지 어려운지 등에 대한 진술), 3) 글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
석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반응은 1) 텍스트에 대한 흥미나 몰입, 선호에
관한 진술, 2) 독자의 생각에 대한 진술로서 인지적 반응의 제시, 3) 텍스트로부터 촉
발되는 정서나 감정에 대한 진술로서 정서적 반응의 제시, 4)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감, 5) 독자의 경험과 텍스트 간의 관계 진술로서 개인적 경험을 연결하여 서술하
기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해석적 반응은 독서 감상문에서 요구하는 텍스트로부터의 의미 습득과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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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나 저자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들의 의도나 목적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상호관계
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형성한 의미와 관련이 깊다. 결국 이는
Rosenblatt(1978,1983)의 원심적(efferent) 접근과 심미적(aesthetic) 접근에 따라 독자
는 어떠한 양상으로 의미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것과도 관련 깊다. 원심적 접근은 독
자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획득하고 텍스트로부터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
이며, 심미적 접근은 독자의 읽기 경험과 새롭게 구성된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주제적 반응의 세부 분류 요소에서 참조하고, 개인적
반응은 비판적 반응과 개인적 반응의 세부 분류 요소를 참조하여 평가 요소를 선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글의 내용 이해’, ‘2. 글에 대한 반
응’으로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를 분류하고, 각각 3개의 세부 평가 준거를 제시
하였다. 또한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를 ‘3. 글의 조직’과 ‘4. 글의 표현’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 2개의 세부 평가 준거를 제시하였다(<표 2> 참조).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 15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남교사는 2명, 여교사는 13명
으로 구성되었다. 경력별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참여한 남교사의 비율이 적은 편이었
다. <표 1>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 정보를 성별과 경력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평가자 정보
경력

2.

학교급

1~5년
6~10년
11~20년
계

독후

남교사
2
0
0
2

중학교

여교사
4
5
4
13

합계
6
5
4
15

감상문 평가 도구

현직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 평가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15명의 현직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생 2학년이 작성한 독서 감상문 30편을 평가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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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평가 자료인 독서 감상문은 전국 소재의 10개 이상의 중학생 2학년들의 독서
감상문을 수준별로 30편을 선정한 것이다. 중학생들에게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소
설가인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가 집필한 단편 소설 ‘목걸이(약 8,000자
분량)’을 이를 읽고 난 후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과제 시간은 총
90분이었다. 이렇게 수집한 중학생들의 독서 감상문 자료는 학생들의 필체나 성별 변
인 등에 따른 평가자의 후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워드
프로세서로 전사한 뒤 이를 국어 교사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입력 과정에서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띄어쓰기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나 문단 구분이나 맞춤법
오류는 별도 수정하지 않았다.
<표 2>는 평가자인 국어교사들에게 제시한 독서 감상문의 평가 기준표이다. 독서
감상문은 독자가 제시된 텍스트를 읽고 난 후 텍스트에서 파악한 내용을 진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독자 자신의 개인적 반응인 감상을 제시하는 글로 볼 수 있다. 이에
좋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전체적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과 독자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과 연계하여 다양한 감상과 반응을 형성하는
능력과 더불어 독서를 통한 이해와 감상의 양상을 글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독서 감상문 평가를 위해서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통합적 고
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 능력과 관련하여 ‘글에 대한 내용 이해(15점)’와 ‘글에 대
한 반응(15점)’에 대한 2개의 평가 범주를 설정하고, 쓰기 능력과 관련하여 ‘글의 조직
(10점)’과 ‘글의 표현(10점)’에 대한 2개의 평가 범주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독서 감상
문의 중점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반응을 형성해 내는 능력인 읽기 능력에
좀 더 비중이 있으므로 읽기 능력에 관한 세부 평가 준거는 총 6개로 쓰기 능력에 관
한 세부 평가 준거보다 2개의 평가 준거를 더 할당하였고 배점 상의 비중 차이를 두
었다. 10개의 독서 감상문에 대한 세부 평가 준거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은 50점이다. <표 2>는 본 연구의 독서 감상문 평가 기준표를 제시한 것이다.
독서 감상문의 평가 기준표 개발 과정에서 ‘글에 대한 내용 이해’와 ‘글에 대한 반
응’ 영역에 관한 세부 준거 개발 시 Mason, Scirica & Salvi(2006)에서 제시한 해석
적 반응(Interpretative responses)의 평가 범주를 참조하였다. 이 평가 범주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해석적 글쓰기를 통해 제시한 독자의 반응을 주제적 반응, 비판적 반
응, 개인적 반응의 3가지로 범주화하고 13개의 세부 준거를 제안하고 있다. 각 세부
준거별로 반응이 나타나면 1, 반응이 나타나고 수준이 높으면 2, 그렇지 않으면 0으
로 점수를 산출하고 전체 총합을 통해 글을 읽고 난 뒤 독자가 작성한 해석적 글쓰
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독서 감상문의 읽기 능력과 관련하여 글에 대한 내용 파악과 감상이라는 범주를
평가 준거로 구체화하기 위해 13개의 요소 중 실제 우리나라의 독서 감상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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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과 감상 영역을 평가하는 데 유관한 요소를 선별하여 수정하였고 6개의 평가 준
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독서 감상문 평가 루브릭 초안을 개발하였고, 현직 중학교 국
어 교사 5인이 검토하여 평가 준거와 척도의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독서 감상문 평가
에 유의하지 않은 평가 준거는 삭제하고,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 독서 감상문
평가 루브릭을 개발하였다.
<표 2> 독서 감상문 평가 루브릭

평가 범주

글의 내용
이해
(15점)
글에 대한
반응
(15점)
조직
(10점)
표현
(10점)
3. 연구

하위 평가 범주
1. 글의 내용 파악
2. 글의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
3. 글의 주요 정보나 상징에
대한 이해
4. 글에 대한 자신의 감정 진술
5. 글의 내용에 대한 확장
6. 글에 대한 평가
7. 글의 일관성
8. 글의 응집성
9. 표현의 적절성
10. 글쓰기 관습의 적합성

평가 준거(1-5점)
∙ 글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글의 주제나 중심 생각이 정확하게 제시되
었는가?
∙ 글의 주요 정보(인물, 사건, 배경, 쟁점)나
상징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었는가?
∙ 글의 내용(혹은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자신
의 감정을 잘 제시하였는가?
∙ 글의 내용을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상황
과 연관 지어 잘 제시하였는가?
∙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평가를 잘 제시
하였는가?
∙ 글(의 이해나 반응)은 일관되게 서술되었는
가?
∙ 문장 간, 문단 간의 연결은 유기적인가?
∙ 글쓴이의 생각이나 감정이 생생하고 자연
스럽게 표현되었는가?
∙ 문단의 구분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호응은 정확한가?

절차

국어교사의 독서 감상문 평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5명의 국어 교사에게 중학생
이 작성한 30편의 독서 감상문과 독서 감상문 과제, 평가 기준표, 채점표, 개인 기록표
를 제공하였다. 평가자로 참여한 국어교사들은 독서 감상문 과제와 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별도의 평가자 훈련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
가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평가자인 국어교사의 평가 특성
과 편향을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평가자 훈련을 할 경우, 국어교사 개인이 가지
고 있는 평가 특성이나 편향성이 소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어 교사의 평가
자료는 2014년 8월 중 둘째 주에 배포하고 일주일 동안 채점을 완료한 후 수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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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 및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자로서의 국어교사,
국어교사의 성별, 경력,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 평가 대상으로서의 중학생이라는 5국면
을 다국면 Rasch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 독서 감상문 평가에
서 성(性)이 p이고 경력이 q인 국어교사(평가자) j가 중학생(피험자) n의 독서 감상문쓰
기 평가 요인 i에 대해 평가 점수가 k-1이 아닌 k를 부여할 확률과, 그 확률을 log로
변환한 값을 얻을 수 있다(Linacre, 1989). 이러한 분석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og(Pnijpqk/ Pnijpq(k-1)) = Bn-Di-Cj-Up-Tq-Fk
Pnijpqk = 성(性)이 p이고 경력이 q인 국어교사(평가자) j가 평가 요인 ｉ
에 대해 점수 k를 줄 확률
Pnijpq(k-1) = 성(性)이 p이고 경력이 q인 국어교사(평가자) j가 평가 요
인 ｉ에 점수 k-1을 줄 확률
Bn = 중학생(피험자) n의 독서 감상문 쓰기 능력
Di =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 ｉ의 난도(難度)
Cj = 국어교사(평가자) j의 엄격성
Up = 성(性)이 p인 국어교사(평가자) j의 엄격성
Tq = 경력이 q인 국어교사(평가자) j의 엄격성
Fk = 평가 척도 k-1에 대한 척도 k의 난도

위의 수식과 같이, 각 국면의 분석 결과를 logit 척도로 변환하면, 중학생 독서 감
상문 쓰기 능력(점수), 평가 요인의 난도(難度), 성과 경력에 따른 국어교사의 엄격성
수준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중학생 독서 감상문
평가에서 발견되는 국어교사의 쓰기 평가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어교사(평가자)에 대한 모형 적합도 수치는 국어교사의 평가 점수가 중학
생(피험자)의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성별 및 경력별 적합도 통계치는 국어교사를 성별과 경력에 따라 구분
할 때, 어떤 집단의 국어교사들이 중학생의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을 일관성 있게 평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수집한 자료는 FACETS ver 3.71.4(Linacre, 201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국어교사의 독서
감상문 평가 양상을 엄격성과 일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한 다음, 구체적으로 각 평가 준거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였
다. 이는 평가 요인별 난도 수준과 적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내적합 지수와 외적합 지수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W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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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1982). 그런 다음 국어교사와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에 대한 편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향 분석은 평가자 요인과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 간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을 통해 관찰값과 기댓값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평가 준거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은 서로 다른 엄격성의 차이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모형의 기댓값과 많
은 차이가 나타날 때 그 값이 유의하면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분석의 기준은 표준화
값인 Z-score로 판별한다.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으면, 그 편향의 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Facets 프로그램은 이 값 대신 t 값을 제시한다.
이 값의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의도를 계산하여 유의수준을 판별함으로써
편향의 유의미성을 파악할 수 있다(장소영·신동일, 2009).

Ⅳ

. 연구 결과

항특 곡

1. 문

성

선에 의한

모

합 검증

형 적

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 특선 곡선에 의한 모형 적합도 검증 그래프를 통해 중
학교의 현직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에 대한 평가 자료가 다국면 Rasch 분석 모
형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였다. 이 문항반응곡선은 실제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 평가 자
료에 나타난 반응 빈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직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
문 평가 자료가 Rasch 모형에 적합한 경우 ‘ｘ’로 표시되는 관찰 점수들이 95% 신뢰
구간(양쪽 측면의 얇은 선) 안에 적절히 위치하게 된다. [그림 1]에 따르면, 본 연구
에서 수집한 현직 중학교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 평가 결과는 다국면 Rasch 분
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문항특성곡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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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

난

서 감상문 평가에 나타

중학교 국어 교사들의

엄격

성과

일

관성

양

상

평가자인 현직 중학교 국어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독서 감상문의 평가 수행 양상
을 분석하기 위해 독서 감상문의 평가 준거를 적용하여 중학생들의 독서 감상문을
실제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국어 교사의 독서 감상문 평가 자료를 FACETS 프
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얻은 logit 값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5국면, 즉 중학생(피험자), 국어교사(평가자), 국어교
사의 성별, 국어교사의 경력,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을 동일 척도에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각 국면의 logit 분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 국면에 대한 Facets 분석 요약

다국면 Rasch 모형을 활용한 중학교 국어 교사의 독서 감상문 평가 양상 연구 527

둘째 열(+examinee)은 학생의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으로 상위에 분포할수록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이 높은 것이다. 평가자와 관련하여 셋째 열(-rater)은 평가자의 엄
격성, 넷째 열(-gender)은 평가자의 성별 엄격성, 다섯째 열(-career)은 평가자 경력
별 엄격성을 의미하며 상위일수록 엄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열
(-criteria)은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에 대한 엄격성으로 상위에 위치할수록 이 평가
요인에 대한 난도(難度)가 높음을 의미한다.
현직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에 대한 평가 수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
가자의 엄격성(severity)과 일관성(consistency)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가자가
중학생들의 독서 감상문의 능력을 추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엄격성 수준을 보
이는지의 여부나 능력 추정에 대한 엄격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의 여부는 독서 감
상문을 평가하는 국어 교사들의 평가 수행 양상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은 평가자인 중학교 국어교사들의 개별적인 logit
점수 및 표준오차, 내적합 지수, 외적합 지수를 제시한 것이며, 엄격성의 수준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였다.
<표 3> 국어 교사 평가자의 독서 감상문 평가 양상
rater
14
3
4
15
5
13
8
2
12
10
9
11
6
1
7

logit
0.75
0.57
0.4
0.37
0.33
0.33
0.26
0.2
0.14
0.08
0.04
0
-0.01
-0.18
-0.61

S.E.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Infit MnSq Outfit MnSq
0.93
-0.95
1.36
4.09
0.45
-9
0.74
-3.82
0.95
-0.69
0.96
-0.45
1.13
1.72
0.9
-1.45
0.76
-3.62
1.57
6.66
1.1
1.35
0.67
-5.04
0.88
-1.69
0.94
-0.82
1.86
8.57

InfitZ
0.96
1.31
0.52
0.91
1.01
1.02
1.08
0.95
0.75
1.61
1.05
0.73
0.86
0.92
1.71

OutfitZ
-0.4
3.2
-6.93
-1.09
0.1
0.26
0.99
-0.67
-3.5
6.68
0.66
-3.77
-1.86
-0.98
6.55

중학생의 독서 감상문을 평가한 중학교 국어교사의 평가 엄격성은 -0.61 logit(SE=
0.06)부터 0.75logit(SE=0.06)까지의 범위에 분포한다. 이에 따르면, 국어 교사 14번이
가장 엄격한 평가자이고, 7번 평가자가 가장 관대한 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격성을 추정하는 범위가 -1 logit~ +1 logit 범위 내로 그리 크지 않아 실제 이러한
엄격성들 간의 실제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카이 분리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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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이 검증(chi-square)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만약 카이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된다면 엄격성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정된 카이 제곱은 1399.2이고 자유도(d.f.)는 29,
유의확률은 .00으로 평가자들 간의 엄격성 차이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자의 분리도 지수는 7.70로 평가자 간의 차이가 측정 오차의 약 7배인 것으
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신뢰도도 .98로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엄격성 편차
가 독서 감상문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어 교사들의 독서 감상문 평가에 있어 중학교 국어 교사들의 평가 일
관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자의 일관성 부석을 통해서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수행 시 학
생들의 독서 감상문 능력에 대한 수준별 추정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의 수준별 척도를 적용하거나 평가 요인별 가중치를 주는 방식에
있어 일관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관성의 여부는 적합도 분석
(fit measure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합도는 0.5 logir 이하는 과적합(overfit)으로 1.5 logir이상은 부적합(misfit)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Linacre, 2005; 신동일․설현수, 2005), 일반적으로 외적합도가 계산
특성상 민감성이 높아 안정적인 내적합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내적합도가 국어 교사 10의 경우에 1.57이고, 국어 교사 7은 1.86으로 나타나
두 교사 평가자들은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는 두 평가자들이 독서 감상문 평
가 준거나 척도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준다. 특히, 국어 교사 7은 가
장 관대한 평가자이면서 부적합한 평가자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독서 감상
문의 채점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의 능력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거나 능력을 정확
히 추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독

거별

서 감상문 평가 준

국어 교사의 평가

난

도 추정과

편

향 분석

독서 감상문은 국어 교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행 평가 과제이지만 독서 감상문의
능력을 구성하는 변인에 대한 합의된 논의는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독서 감상문
은 특정한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자신의 생
각이나 느낌 등 다양하게 형성한 반응을 표현한 글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 감상문 평가를 위해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고 글을 읽고 이해
하는 능력과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10개의 세부
평가 준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준거에 대해 국어 교사들은 어떤 평가 준거에
대해 더욱 가중치를 두는지 혹은 독서 감상문 수준 변별을 위해 어떤 준거를 활용하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독서 감상문 평가를 수행하는 국어 교사 평가자의 주요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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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학생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에 대한 측정 결과
criteria
logit
6 text evaluation 1.01
5 content-experience
0.43
connection
main idea &
3
symbol
0.21
understanding
theme
2
identification -0.03
mechanic & -0.05
10
spelling
8
cohesion
-0.13
content
1
identification -0.29
9 good expression -0.34
7
coherence
-0.35
4 emotion express -0.48

SE Infit MS InfitZ Outfit MS OutfitZ
0.06 1.81
8.8
1.69 6.69
0.05 1.45 6.18 1.36 4.59
0.05

0.71

-5.17

0.75

-4.11

0.05
0.05
0.05
0.04
0.05
0.05
0.05

0.86
0.87
0.8
1.32
0.73
0.87
0.94

-2.42
-2.33
-3.66
4.96
-5.08
-2.21
-0.97

0.89
0.87
0.79
1.33
0.72
0.88
0.97

-1.76
-2.1
-3.49
4.78
-4.9
-1.93
-0.39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의 난도는 -0.48 logit에서 1.01 logit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
다. 독서 감상문의 평가 요인별로 교사의 평가 엄격성 차이가 발생하여 난도 차이가
유의하게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정된 카이 제곱의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X 2 = 689.0, p<.001). 결과에 따르면, ‘6. 글에 대한 평가’ 준거를 국어 교사들
은 가장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글의 내용(혹은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자
신의 감정을 잘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 ‘4. 글에 대한 자신의 감정 진술’에 대해 가장
관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독서 감상문 평가 범주별로 중학교 국어 교사의 평가 엄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범주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 준거의 측정값(measure)의 평균을 도출하
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글에 대한 반응(0.32 logit)’, ‘글의 내용 이해
(-0.037 logit)’, ‘표현( -0.195 logit)’, ‘조직(-0.24 logit)’으로 나타나 글에 대한 반응에
대한 평가 요소의 난도가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국어 교사의 평가 엄격성이 가장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글의 조직에 대한 평가 요소의 난도가 가장 낮아 이
에 대한 국어 교사의 관대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독서
감상문을 평가할 때 국어 교사들은 읽기 능력에 관한 평가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표
현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낮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 교사들은 읽기 능력에 관한 두 평가 요소에서도 글에 대한 내용 이해보
다 글에 대한 반응, 즉 줄거리를 파악하거나 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글에 대한 감상
등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두며 평가하였고 이 평가 요소를 가장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글의 조직에 대한 평가 요소의 난도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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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사는 가장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에 대한 반응 범주
에서 글의 내용(혹은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는지를 평가
하는 ‘4. 글에 대한 자신의 감정 진술’에 대한 평가는 가장 관대하게 평가하는 세부
준거로 나타나 범주 내에서의 난도 차이는 존재하였다.
한편, 독서 감상문 평가 요인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6. 글에 대한 평가’와 ‘5. 글
의 내용에 대한 확장’에 대한 평가 요인이 1.5 이상으로 부적합한 평가 요인으로 나타났
다. 글에 대한 반응에 관한 평가 범주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두 평가 요인은 글의 내용
과 관련하여 독자 자신의 경험, 사회적 상황 등을 연결하여 반응하고 있는지, 글의 내용
이나 형식에 대한 독자로서의 평가적 반응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두 요인
은 가장 높은 난도를 보이는 평가 준거이자 평가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평가자들인
국어 교사들이 이 요인들을 평가할 때 평가 요인에 대한 이해, 평가 준거의 해석에 대
한 어려움 등을 느껴 평가의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평가 요인에 대한 평가자들의 편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편향 분석은
평가의 특정 국면들 사이에 서로 어떤 상호작용(interaction)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이 분석은 서로 다른 엄격성의 차이가 Rasch 모델의 기댓값과 뚜렷한 차
이가 발생하였을 때 그 값이 유의할 경우 분석되는 것이다(장소영·신동일, 2009). 편향
분석은 서로 다른 엄격성 차이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모형의 기댓값과 관찰
값과의 차이가 유의하게 많이 나타날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인 분석 기준은 표준화
값인 Z-score에 의해 분석하지만, Facets 프로그램은 이 값 대신 t 값을 활용하며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으면, 그 편향의 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표 5>는 15명의 평가자와 10개의 평가 요인에 대한 150개의 편향 중에 유의미한
편향인 39개의 편향 결과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가 범주 혹은 요인에
대해 유의한 편향을 보인 평가자는 15명 중에 11명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어
교사 2, 3, 4, 7, 8, 9, 10, 11, 12, 13, 15 나타났다. 국어교사 4와 12만 ‘6. 글에 대한
평가’의 하나의 평가 범주에 대해서만 편향을 하였고 이외 9명은 2개 이상의 평가 범
주에 대한 편향을 보였다. 39개의 유의미한 편향 중에 24개는 관찰 점수가 기대 점수
보다 높아 평가 범주에 대해 보다 더 관대한 평가를 평가자들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
났고 15개는 더욱 엄격하게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와 평가 범주 간의 편향을 분석한 결과, 앞서 부적합한 평가자로 판명된 국어
교사 7의 경우에는 평가 준거 1, 3, 4를 제외한 모든 준거에 대하여 유의미한 편향을 보
였으며, 글의 내용 이해나 반응에 대한 평가 준거에서는 엄격한 편향을, 글의 조직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향을 보였다. 내적합 지수 평균 제곱값을 통해 평가 범주와
의 편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의 조직에 대한 평가 준거인 평가 준거 7(0.0)과
8(0.0)에서는 과적합 양상을 보였고, 글에 대한 반응과 관련한 평가 준거 5(2.7)와 6(3.0)
에 대해서는 부적합 양상을, 글의 표현에 대한 평가 준거인 9(2.2)에 대해서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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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글의 조직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하여 평
가하는 데 있어 국어 교사 7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글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경우에는 일관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어 교사 10은 글의 조직에 해당하는 평가 준거 7, 8, 9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향을 글의 줄거리 파악과 관련된 평가 준거 1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향을 나타냈다.
내적합 지수 평균 제곱값을 통해 평가 범주와의 편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한 평가준거 1(2.3)과 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평가에 관련한 평가 준거5(1.8)에 대해 모두 부적합한 양상을 보였다. 국어 교사 10은
평가 준거 1에 대해 강한 엄격성을 보이지만 정확히 수준별로 변별하여 일관되게 평
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글의 전체적 이해에 대한 평가 준거나 수준 설정에 주의
하며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5> 평가자(국어교사)-평가 준거(독서 감상문)의 편향/ 상호작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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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별로는 ‘3. 글의 주요 정보나 상징에 대한 이해’와 ‘4. 글에 대한 자신의
감정 진술’은 정적 편향 즉 관대한 편향만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평가 범주들은
각각 ‘1. 글의 내용 파악(+3 대 -3)’, ‘2. 글의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1 대 -1)’, ‘5.
글의 내용에 대한 확장(+3 대 -2)’, ‘6. 글에 대한 평가(+6 대 -1)’, ‘7. 글의 일관성(+3
대 -1)’, ‘8. 글의 응집성(+2 대 -3)’, ‘9. 표현의 적절성(+2 대 -1)’, ‘10. 글쓰기 관습의
적합성(+2 대 -2)’로 정적 편향과 부적 편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4.

독

서 감상문의 평가

척

응

도에 대한 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서 감상문의 각 평가 준거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
러한 평가 척도(rating scale)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중학생들의 독서 감상문의 능력 수준을 5단계로 정확히 변별하고 있는지, 5단
계의 평정 척도가 독서 감상문 평가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척도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척도의 폭이 너무 클 경우, 평가자가 각 척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척도의 폭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제 수행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척도 폭의 적정성이나 척도 폭의 평가자 활용 양상을 살펴보
아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의 범주별 산출 빈도(%)와 평균능력 추정치와
경계 모수치(step calibration)를 분석하였다. <표 6>는 반응범주별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고, [그림 3]은 반응범주에 대한 문항반응확률곡선을 제시한 것이다.
<표 6> 경계 난이도에 대한 범주별 통계 분석 결과
category
score
1
2
3
4
5

cum.(%)
22%
23%
24%
16%
13%

Avge Meas Exp Meas
-1.03
-1.01
-.46
-.50
-.09
-.09
.21
.26
.63
.61

Outfit
MnSq
1.0
1.0
0.9
1.1
0.1

Step
calibrations
-.78
-.33
.48
.64

<표 6>에 따르면, 척도 범주별 반응 빈도는 모두 10% 이상로 나타났고, 척도의
중간 점수 등급인 3점 등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척도 점수가 증
가함에 따라 평균 능력 추정치가 증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척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중학생들의 독서 감상문 능력 추정치도 서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높은 점수 척도일수록 학생들의 독서 감상문 능력 수준이 높게 추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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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 모수치 분석에서도 척도 점수가 상향할수록 모수치의 점수도 모두 서열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척도 범주별 외적합 지수의 평균 제곱값도
1.0을 기준으로 평가 척도의 모형값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거의 부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가자인 국어 교사가 독서 감상문을 평가할 때 활
용한 5점 척도는 적절한 척도 범위라 판단할 수 있다.
단, 각 점수 척도의 경계 난이도(step difficulty)는 1.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계 난이도(step difficulty)는 1.4 logit 이상 5.0 logit 이하 범위에서 서
열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는 각 점수 척도가 독서 감상문의 작성 능력을 신뢰롭게
변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데, 만약 이 경계 난이도 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에
평가를 통해 독서 감상문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5
점 척도 이상의 점수 척도를 활용한 독서 감상문 평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문항반응곡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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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독서 감상문은 국어 교과에서 학생들의 독서 수행 평가의 주요 방법으로 그간 폭
넓게 활용되어 왔다. 독서 감상문은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난 후 독자가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는 과제 유형으로 학
생들의 독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특히,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 독
자는 1차적으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2차적으로는 글을 읽고 난 후 떠올
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한다. 이에 국어 교사는 독서 감상문을 통
해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인 사실적 독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가 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관련지으며 새롭게 반응
을 형성해 나가는 능력인 비판적 독해 능력, 창의적 독해 능력, 감상적 독해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 감상문이 국어 교과 혹은 독서 영역의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서 활용
되어 왔지만, 독서 감상문의 평가 구인에 대한 탐색이나 국어 교사의 평가 양상에 주
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서 감상문 평가의 목적이나 평가 요소에 대
한 명확한 인식이 그간 부재하였고 독서 감상문의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독서 감상문의 평가 방법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독서 감상문에 대한 평가 목적이나 평가 요소, 평가 준
거에 대한 체계적인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 감상문의 체계적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중학생 30명의
독서 감상문 과제에 대하여 15명의 현직 중학교 국어 교사들이 평가를 실시하였고
산출된 평가 자료에 다국면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어 교사의 중학생 독서 감상문 작성 능력에 대한 수준 추정 양상, 독서 감상문 평
가 요소별 난도 설정 및 가중치(weight) 부여 방식,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와 평가자
간에 발생하는 편향 양상, 점수 척도의 활용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독서 감상문에 대한 15명의 국어 교사의 엄격성은 -0.61 logit(SE=
.06)부터 0.75 logit(SE= 0.6)까지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0.178의
엄격성 수준을 보이며 독서 감상문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합도 분석 결
과, 2명의 국어 교사를 제외한 13명의 국어 교사들은 평가자로서 엄격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서 감상문 평가 요소별로 국어 교사의 평가 엄격성을 분석한 결과, ‘글에
대한 반응(0.32 logit)’이 평가 요소로서 가장 난도가 높게 나타나 국어 교사들이 이
평가 요소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글의 내용 이해(-0.037 logit)’, ‘표현( -0.195 logit)’에 대한 평가 엄격성이 높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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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0.24 logit)’은 평가 요소로서 난도가 가장 낮아 이 평가 요소에 대해 국어 교사
들이 가장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 교사들은 독서 감상문
에서 쓰기 능력보다 읽기 능력에 관한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더 부여하며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글의 내용 이해 능력보다 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 형성 능력에
대해 더 가중치를 부여하며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서 감상문 평가 시 중학교 국어 교사들은 ‘글에 대한 반응’의 평가 요소에
서 세부 평가 준거인 ‘6. 글에 대한 평가’와 ‘5. 글의 내용에 대한 확장’이 부적합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 준거에 대한 국어 교사들의 해석의 어려
움과 일관된 평가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독서 감상문의 평가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자 편향(bias)를
10개의 독서 감상문 평가 준거와 평가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고, 39개의
유의미한 편향이 발견되었다. 평가 준거에서 ‘3. 글의 주요 정보나 상징에 대한 이해’
와 ‘4. 글에 대한 자신의 감정 진술’에서는 관찰 점수가 기대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관대한 편향만 나타났고, 그 외 평가 준거들에서는 관대한 편향과 엄격한
편향이 골고루 나타난 편이었다. 평가자와 가장 많은 편향이 발생한 평가 준거는 ‘6.
글에 대한 평가’였고 관련 편향 수는 총 7개였다.
다섯째, 독서 감상문의 5점 척도는 중학생의 독서 감상문 능력을 적절하게 변별하
는 척도로 나타났지만 1점부터 5점에 이르는 점수 척도의 경계 난이도(step
difficulty)는 1.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5점 이상의 척도 변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직 중학교 국어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 감상문 평가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평가자 특성 변인으로 평가자 성별과 경력별 변인을 포함하
여 5국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성별 변인의 경우 여교사가 편중되어 표집되
었으며 15명 수준의 제한된 표집으로 인해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에 성별과 경력별 변인을 포함한 경력별 변인을 포함한 평가자 관련 두 변인에 대
한 세부적인 평가 양상이나 평가자 특성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향
후 국어 교사의 학교급, 성별, 경력별 변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표집을 확대하여
독서 감상문 평가에 대한 국어 교사들의 특성을 교사 변인과 연동하여 분석함으로써
독서 감상문 평가 양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 감상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독서 감상문의 평가 요소와 준거를 탐
색하고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독서 감상문의 평가 목적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이나 독서 감상문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독서 감상문의 평가 요소를 선별하
고 이에 대한 평가 준거를 개발한 뒤 타당화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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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teacher's
reading response journal assessment based on Many-Facets Rasch model. For that,
the 15 Korean language teachers work in middle school assessed 30 reading response
journal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rating data was analyzed by the computer
program FACETS (ver 3.71.4, Linacre, 2014), with FACETS analyses run on reading
response journal writing. The results are following. (1) the 2 teachers(13.3%) out of
15 were founded as misfiting raters. (2) In reading response journal assessment
criteria, 'text evaluation' and 'text content-reader experience connection' has high
difficulty than the other criteria. (3) rasch model revealed several recurring bias
patterns among rater subgroups. In rater–category bias interactions, Some raters
also rated more severely and more leniently than expected in expression and
grammar. (4) the 5 rating scale seems to be reasonable as a method to define the
reading response journal writing ability by the result of logit number distributions of
each category, as the intervals of the categories.
Key words: reading response journal, korean language teacher,
assessment pattern, assessment rubric, Many-facet rasch model, facet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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