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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우리나라고등학생을대상으로시행되었던NEAT말하기채점자를대상으로심층면담
을실시하여채점에수반된인지과정,채점전략,점수판단의근거등을심도있게파악함으로써말
하기채점자훈련에 적용할 수있는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채점자 신뢰도상위수준의채점자여섯
명, 하위수준채점자 세 명과의 채점 직후 심층면담을 통해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하였다. 첫째,
우수채점자들은말하기답안내용을일부또는전체를받아쓰는‘노트하기’ 전략을사용함으로써영
역별분석적채점의정확도를높이고자하였다. 둘째, 우수채점자들은채점영역중과제완성점수
를 기준으로 타 영역 점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소위 ‘골든룰’ 적용을 통해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였
다. 반면에 하위수준 채점자들은 비록 이 골든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점에 제대
로적용하지못하였다.셋째,우수채점자들은채점영역간독립채점과의존적채점을병행하는반
면, 하위수준 채점자들은 영역별독립채점을거의하지못하고전반적인 인상에근거하여 모든 영
역을 서로 의존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채점기준이 내재화되지 못한 하위수준 채점자는
임의로 영역별 점수의 범위를 줄여 좁은 점수 범위 안에서 모든 답안에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
향을보였다.비록NEAT와같은국가수준의영어말하기평가시행은중단되었지만학교단위영어
말하기지도와평가가정착되기위해영어교사를대상으로하는채점자연수가활발해지기를고대
하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그러한 연수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영어 말하기 채점, 말하기 채점자 훈련, 말하기 채점자 행동 특성, NEAT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핵심 능력인 우리 사회에
서 외국어 교육에 관한 공교육의 책무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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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제대로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는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라는 영어의 네 기능 영역을 모두 평가하는 획기적인 시험
을 도입함으로써 영어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말하기와 쓰기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의사소통능력 중
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이
말하기와 쓰기 시험 문항을 개발하고 채점하는 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문항 개발 및 채점 연수를
실시하였고 실제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영어교사가 이 훈련을 받은 후 NEAT 모의고사 문항을 개발
하고 모의시험 결과를 채점하는 채점자로서 경험을 쌓았다. 비록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NEAT가 전
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는 대원칙이 바
뀌지 않는 한 그 시행을 준비하고 영어교사들을 문항 개발자 및 채점자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축
적된 정보는 향후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시행 및 발전에 튼튼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NEAT 시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영어교사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말하기 채점자
훈련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한 채점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채점자 훈련에 적용하려
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학생의 답안을 문자로 직접 보면서 채점하는 쓰기와는 달리 음성자료
만 듣고 채점해야 하는 말하기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채점자들이 일관성 있게 채점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말하기 채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NEAT 말하기 채점자로 참여한 영어교사들 중 채점의 일관성이 우수한 교사들과 채점
의 일관성이 부족한 교사들의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 말하기 채점 직후 시행된 채점자와의 심층면담(retrospective
interview)을 통해 채점에 수반된 인지과정, 채점전략, 점수 판단의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여 채점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채점자의 채점 방식과 전략을 그렇지 못한 채점자의 그것과 비
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말하기 채점자를 훈련시킬 때 기본적인 연수 내용과 더불
어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일관성이 뛰어난 우수한 채점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채점 경험과 훈련이 채점자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건데 (Cumming, Kantor, & Powers, 2002;
Weigle, 1998, 등), 본 연구는 우수한 채점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적용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
는 채점자 연수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채점 모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990년대 이후 언어평가 분야에서 수행중심(performance-based)의 말하기와 쓰기 평가의 타당
성과 신뢰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는데, 그간 많은 연구들이 수행평가에서 수험자의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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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채점자 행동 특성의 차이(rater variability)와 관련된 변수들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상당
수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Schoonen, 2005). 특히, Barrett(2001)에서는 이러한
채점자의 일관되지 못한 행동 특성이 충분한 채점 훈련 과정과 개인 피드백을 제공받은 후에도 효과
적으로 극복되지 못할 만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수행중심평가 사용
자들이 채점자 변인의 잠재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채점자 특성의 차이 내지는 비일관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채점자들은 채점
영역 및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답안, 채점 기준, 문항에 대해 채점을 얼마나 일관되게
하는 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채점자 행동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관찰 후 심층면담(retrospective interview) 또는 사고구술(thinkaloud technique)과 같은 구두 보고 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통
해 채점 시 채점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제 답안의 질을 판단하고 최종 점수에 이르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기준 적용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DeRemer, 1998; McNamara, 1990). 일부 연구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채점자 집단 간에(예, 숙련된 채점자 집단 vs. 비전문 집단, 원어민 집단
vs. 비원어민 집단, 음악전공자 vs. 비전공자) 채점 기준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 차이점이 무엇인가
밝히고자 하였다(Hinkel, 1994; Issacs & Trofimovich, 2011; Pula & Huot, 1993; Schoonen 외
2인, 1997). 예를 들어, Cumming(1990)은 경험이 적은 채점자들에 비해 숙련된 채점자들이 작문 채
점에서 보다 다양한 채점 기준을 적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상황과 텍스트의 특징에 맞게 기준들을 해
석하고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Wolfe, Kao, & Ranney(1998)는 숙련된 채점자들이 비숙련
채점자들에 비해 작문의 일반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주어진 채점 기준에 포함되는 채점 영역을
더 성실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Cumming 외 2인(2002)에 따르면, 경험이 없는 채점자들은
채점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채점을 하는 도중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메모를 많이 하고
답안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채점자들의 점수 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중에, Vaughan(1991)
은 사고구술 방법을 이용하여 작문을 채점하는 특징에 따라 ‘첫인상 주도 방식(first-impressiondominates style)’, ‘두 가지 영역 방식(two-category style)’, ‘문법 주도 방식(grammar-oriented
style)’ 등 몇 가지 접근 방식을 분석해 내었다. 즉, 비슷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자들은
다른 채점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작문을 읽어 가면서 점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작문
이 주어진 채점 기준에 잘 들어맞지 않은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Sakyi(2000)
역시 몇 가지 다른 채점 접근 방식을 분석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총괄식 채점(holistic scoring) 과정
에 대한 일반적 채점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모형에서는 내용(content)과 언어(language)적 특징이
채점자가 작문의 전반적인 질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이고 채점자의 개인
적인 편견 또는 기대와 개인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영향을
받아 Cumming 외 2인(2002)는 채점자의 점수 결정 과정을 연구했는데 숙련된 작문 채점자들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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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문의 특징적 요소로 ‘글의 구성(rhetorical organization)’, ‘생각의 논리적 전개’,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모니터링 초점형(작문 다시 읽기, 다른 답안과 비교하
기, 등), ‘글의 구성 및 내용 전개 초점형’, ‘언어 초점형(오류빈도, 어휘사용, 등)’, 이렇게 세 가지의
일반적인 기준 적용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구두 보고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채점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채점자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숙련된 채점자
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채점자의 행동 특성, 점수 결정 과정, 가중치를 두는 채점 영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쓰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진 작문 채점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석적 채점 방식보다는 총체적 채점 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
이다. 본 연구의 상황처럼 분석적 채점 방식을 적용하는 말하기 시험이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고려한 문항 유형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길이의 발화를 채점해야 하는 채점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심층면담 대상자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NEAT 문항 말하기 채점자 연수를 이수하
고 2012년 이후 평가원에서 실시한 NEAT 베타 시험 답안 채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
로 하였다. 먼저, 전체 채점자 인력풀에서 채점 신뢰도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하였
고 이 중 실험 참여 의사를 밝힌 자원자 중 상위집단 채점자 여섯 명과 하위집단 채점자 세 명을 대상
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채점 신뢰도를 고려하였는데 실제
NEAT 채점자들 인력풀 안에서 채점자간 신뢰도 수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채점자
들이 .7∼.8 대에 몰려있고 .9 이상이나 .6대의 정말 높고 정말 낮은 수준의 채점자들은 그 수가 많
지 않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구분이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심층면접이라는 면대면 실험 참여를 꺼려 인력풀에서 최하위 수준의 채점자들
을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위 수준 참여자는 결국 상위 수준의 절반인 세 명뿐
이었다. 다만, 본 연구는 우수한 채점자의 특징을 찾는 데 초점이 있고 하위 수준 채점자는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포함시킨 것임을 고려할 때 하위 수준 참여자의 수가 적은 것이 본 연구의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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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Level

High

Low

ID

Age

Reliability

# of NEAT
scoring

Years of
teaching

SH-1

40s

.8482

3

18

1st level high school

SH-2

40s

.9078

4

14

1st level high school

SH-3

30s

.8387

2

23

1st level middle school

SH-4

50s

.7524

4

29

1st level high school

SH-5

30s

.7740

3

14

1st level high school

SH-6

30s

.7542

3

11

1st level high school

SL-1

40s

.6987

1

23

1st level high school

SL-2

40s

.6709

2

1

2nd level high school

SL-3

40s

.6883

1

7

Primary English lecturer

Teacher Status

상ㆍ하위 집단 실험 참여자들에 관한 정보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채점 경력에 관해 상위
수준 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3회 이상의 경력자들인데 반해 하위 수준 참여자들은 2회 이하의
비교적 적은 채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교육 경력 및 현재 교사 신분을 보면
상위 수준 참여자들은 여섯 명 모두 1급 정교사 신분이고 영어교육 경력 11년에서 29년의 중견 교사
들인데 반해 하위 참여자 SL-2는 경력 1년의 2급 정교사이고, SL-3은 7년 경력의 초등영어회화 전
문강사였다. 특히, SL-2는 40대 여교사인데 나이에 비해 영어교육 경력이 짧은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가정과 전산 과목 교사이다가 영어로 전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사
는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유일한 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된다.

2. 심층면담 방법 및 절차
가. 상위 수준 채점자 심층면담
상위 수준 채점자 여섯 명과의 심층면담은 2013년 5월 NEAT 베타 시험 관련 말하기ㆍ쓰기 기준
점수 산출 합숙 중 이루어졌다. 기존의 유사 연구들이 ‘사고구술(think aloud)’ 기법을 이용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답안 음성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채점해야 하므로 사
고구술 대신 ‘사후보고(retrospective interview)’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층면담 참여자 한 명씩 연구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채점용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고 들어온다. 컴퓨터에는 각 채점자에게 할당된 NEAT 베타
시험 말하기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답안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NEAT 말하기 각 문항은 ‘과제
완성(1∼5점)’, ‘유창성(1∼5점)’, ‘발음(1∼3점)’, ‘구성력(1∼3)’, ‘언어사용(1∼5)’, 이렇게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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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영역에 대해 분석적 채점(analytic scoring)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담 참여 전에 이미 자신
이 채점한 답안 약 10개에 대해 각 채점 영역별로 왜 그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후 구술 보고(retrospective verbal protocol)’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선생님께서는 왜 이 학생에게 유창성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주셨나요?’, ‘왜 이 학생은 발음에서 3점
이고 이전 학생은 2점인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하고 채점자는 이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으로 답하
도록 유도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채점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 답안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의견이 내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이 학생의 발음이 아까 학생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같은 점수를 주셨나요?’, ‘이 정도가 많이 유창한건가요?’ 등과 같이 채점자의 설
명을 듣고 이에 대해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고 채점자의 설명
을 그대로 듣고 끌어내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채점을 마친 답안에 대한 점수 부여 근거
를 묻고 답하는 절차가 끝나면 참여자가 아직 채점하지 않은 학생 답안을 약 다섯 개 정도 골라 연구
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차례대로 채점을 하고 해당 답안의 영역별 점수를 결정하고 바로 그 이유를
말하도록 하였다. 즉, 몇 개의 답안을 한꺼번에 채점한 후 자신의 점수 산출 근거를 사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답안에 대해 점수를 결정하자마자 점수 산출 근거를 보고하게 하였다. 모든 연구자의
질문과 실험 참여자의 구술보고는 사후 분석을 위해 녹음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했다.

나. 하위 수준 채점자 심층면담
하위 수준 채점자와의 면담은 2013년 8월 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채점
자들이 내방할 회의실에 미리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앞서 5월 상위 수준 참여자들과의
면담 때 사용된 5월 베타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이용했다.
기본적인 심층면담 절차 및 방법은 상위 수준 채점자 면담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주요 차이점 중의 하나는 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NEAT 실제 채점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오래 되어 각 채점 기준의 정의와 채점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많이 잊어버린 상
태라서 본격적인 심층면담에 앞서 준비 단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섯 가지 말하기 채
점 영역 중 ‘과제완성’ 영역 점수에 따라 다른 영역의 점수에 상한선이 설정되는 일명 ‘골든 룰
(golden rule)’이 NEAT 채점에 적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NEAT 채점자 연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짐
에도 불구하고 하위 수준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채점 가이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
다. 따라서 하위 수준 채점자와의 면담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격적인 심층면담을 시작하
기 전에 각 참여자에게 채점 기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방법, 그리고 골든룰이 적힌 문서와 채점 연습
용 말하기 문제지를 제공하고 원하는 만큼의 시간동안 문항의 내용과 채점 기준을 숙지하도록 하였
다. 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을 숙지한 후에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영역 급수의 답안 중 일부
(다섯 개 이상)를 연습으로 채점해 보면서 실제 채점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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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participant’s verbal reports for each response

Response

Participant’s verbal report

1

채점자: <듣기 1> 얘는 되게 잘했는데 각각에 대한 수치정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비
교나 이런건 풍성하게 해서 다 4점으로 가장 높게 줬거든요.
면담자: 아 그러면 숫자가 빠졌으니까 과제완성에서 4점인거고..
채점자: 네 1점이 깎여서 나머지를 다 만점을 줬죠. 그 4점을 완성으로..
면담자: 그러면 과제완성을 4점으로 주면 언어사용을 더 줄 수도 없어요?
채점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시.. 네 그렇죠.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떻게 보면 발화량을 가지고.. 우선 이것을 상한선으로 제시하셨더
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2

채점자: <듣기 1> 얘 같은 경우도 수치정보가 없고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그 각각의 이걸 조
건을 사용한 문장이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3점으로 줬어요.
면담자: 과제완성 3점이고 다른 거는요?
채점자: 다른 거 유창성 3점 발음 2점 구성력 2점 언어사용 3점.
면담자: 그러면 과제완성이 3점이면 유창성의 맥시멈은 어디에요?
채점자: 유창성의.. 3점.
면담자: 그럼 발음은 상관없어요?
채점자: 상관없이 3점 2점. .... <중략> ....

<Table 3>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

Category of analysis
Overall scoring style
Understanding & applying
scoring rubric

Sub-category
Scoring style for each response
Primary scoring area
Interdependency among the scoring areas
Strategies for improving scoring consistency
Understanding scoring rubric for each scoring area
Applying scoring rubric for each scoring area

다. 자료 분석
상ㆍ하위 수준 채점자와의 심층면담 자료는 모두 녹음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 국내 한 사범대
학 영어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다섯 명에 의해 전사되었다. 전사된
녹음 자료는 <Table 2>와 같이 채점자마다 채점 답안별로 말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채점자마다 하나
의 답안에 대해 각 채점 영역의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 지를 정리함으로써 해당 채점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한 답안 안에서 여러 채점 영역에서 점수를 결정하는 지, 각 채점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채점자별 전사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채점자 개인별 전반적인 채점 방식, 각
채점 영역의 정의 및 점수대별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 채점 기준 적용 방식, 채점의 일관성 확보
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개별 채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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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하위 수준 집단과 대비되는 상위 수준 집단의 채점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으
므로 <Table 3>에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즉 전반적인 채점 방식과 채점 기준 이해 및 적용에 관하
여 채점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상위 수준 채점자의 특성
가. 노트하기(Note-taking)
상위 수준 채점자 6명 중 4명이 채점 시 답안을 들으면서 백지나 컴퓨터 점수 기록 시트 빈칸에
발화의 전체 또는 일부를 노트하면서 채점을 하였다. 백지에 점수 기록표를 실선으로 그려놓고 점수
를 기록하거나 [Figure 1]에서처럼 실선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점수 기록지에 하듯 채점영역별 점수
를 기록했고 학생 답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아 적었다(SH-6).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점자 SH-3은 백지에 노트테이킹을 하면서 답안을 반복해서 듣고
점수를 확정하는 식으로 채점하였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문항이 요구하는 과제 하나하
나에 대해 O와 X로 완수되었는지를 표시하면서 답안을 반복 청취하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학생의 발
화를 그대로 전사하였다. <예시 1>에서 보듯이 SH-3는 전체적인 인상에 휘둘리지 않고 채점영역별
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트를 한다고 하였다. SH-5는 학생 발화를 받아 적을 때 채점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하였고 채점자가 학생의 발화에 대해 ‘맞다’, ‘틀리다’, ‘(약간) 부족하다’와 같은
판단을 할 때 노트테이킹을 통해 바로바로 표시하면서 미세하게 점수를 조정한다고 하였다.

[Figure 1] SH-3’s note-taking in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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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SH-3
음, 이 B 1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질문을 이해 못해서 그 질문에서 벗어난 응답들
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지 않으면, 유창하게 하
는 것 같애요. 전체적인 느낌은. 근데 주제하고의 그 상관성, 과제 완성도를 판단하려면 자꾸
적게 되더라구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소중한 게 뭐냐 그랬는데 얘는 대학가서 강사가 되는 거
다, 난 고등학교 때부터 갖게 됐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 갖게 됐으니까,
precious thing에 대한 응답, 그 과제 완성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얘는 엉뚱한 응답이
지금. 첫 번째 이해에서 잘못 나갔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구성력이라든가, 과제완성도를 볼 때
적을 수 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말하기 답안을 바로 듣고 영역별 분석적 채점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점자들 나름
대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답안을 듣고 그 일부 또는 전체를 받아 적어 영역별
오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전체 답안을 전사하는 SH-6
같은 경우 아무래도 눈으로 답안을 읽으면서 채점하다 보니 채점에 좀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언어사용 영역에서 그런 것으로 보였다.

나. ‘과제완성’ 영역을 기준으로 타영역 점수 조정
상위 수준 채점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한 답안에 대해 ‘과제완성’ 영역의 점수를 정한 다
음 이에 따라 다른 채점 영역의 점수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미 NEAT 채점자 연수에서 소위 ‘골든룰’
이라고 하여 과제완성 점수에 따라 타 영역 점수의 상한선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5점 만점인 과제완성에서 4점이면 유창성과 언어사용은 4점 이상을 줄 수 없다. 또한 과제완성이 3
점이면 유창성과 언어사용은 3점을 넘을 수 없다. 반면에 구성과 발음은 이러한 골든룰 적용 없이
독립채점이 가능하다. 물론 구성 영역에는 분명한 골든룰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급적 전반적으로
과제완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발음은 유일하게 과제완성과 관계없이 점
수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모두 이 골든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규칙을 적용하였
다. <예시 2>에서 보듯이 채점자 SH-4는 해당 답안이 과제완성 3, 유창성 3, 발음 2, 구성 2, 언어
사용 3을 받은 답안인데 과제완성 점수를 3점으로 정하고, 유창성(fluency)은 앞서 3점이나 4점을
준 다른 답안들과 비교할 때 “[과제완성] 3점 선에서”는 최고점, 즉 3점을 줄 수 있다고 결정한다.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 2점을 주고, 구성력(discourse)은 담화의 일관성(coherence)이 부족하기
때문에 3점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다. 언어사용은 다시 골든룰을 적용하여 3점을 최고점이라고 보고
이 답안은 그 최고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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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SH-4
...<생략> ...그런데 [과제완성] 3점 선에서 볼 때, fluency같은 경우 이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충분히 3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4점이나 3점을 받은 학생을 보면... 그 대신에 발
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들어보시다시피... 그래서 1점을 깎은 거고... 구성력 역시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라.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초콜릿을 많이 먹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 <중략> ...그런 것이 구성력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coherence
를 같이 보는 것이니까, discourse에서는... 그래서 이게 3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어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학생의 능력 task completion에서 3점을 받았
기 때문에 3점이 최고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5점 중에 중간은 충분히 간다고 보는 거죠.
[ ] 안의 내용은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추가한 것

채점자 SH-5 역시 <예시 3>에서 보듯이 골든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과제완성이 4점인
경우 다른 채점 영역의 상한 점수에서 1점씩 깎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창성에서는 “중간 중간에 휴
지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발음은 “intonation이 조금 없이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
에, 언어사용은 “시제나 이런 부분이 틀렸고”, 구성은 “그림 없이 들었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서” 점수를 깎았다고 한다. 즉, 과제완성을 기준으로 다른 영역에서 상한점을 정하고 나면 바로 그
상한 점수를 줄 것인지 1점을 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완성
외의 타 영역의 점수를 정하는 데 세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과제완성 수준에 맞는 만큼인
지 아니면 약간 부족한 지 판단하여 점수를 정한다.
<예시 3> SH-5
<생략> ....그래서 과제 완성은 4점을 주고, 그런데 이제 유창성을 4점을 그대로 주기에는 중
간 중간에 휴지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3점을 준 거고 발음을 3점을 줄까 2점을 줄까 상당히
사실은 이걸 고민을 하던 파일이었는데 나름 발음이 뭐 인지는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인토네이션
이 조금 없이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랬고, 언어 사용도 뭐 시제나 이런 부분
이 틀렸고 구성도 이제 막 그림이 없이 들었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를 2점으로
그렇게 깎았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상위수준 채점자들은 과제완성 점수에 따른 골든룰을 적용하여 타 영역의 상한 점수를
정한 후 과제완성 수준에 맞춰 각 영역의 점수를 결정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다섯 가지 채점 영역
에 대해 독립 채점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과제완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네 개 영역에서 줄 수
있는 점수의 폭을 줄임으로써 채점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된다. 기본적으로 과제
완성에 따른 골든룰 적용은 평가원의 채점 연수에서 강조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상위 수준 채점자
들은 이를 잘 숙지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든룰의 적용이 필요 없는 채점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NEAT가 ‘분석적 채점(analytic scoring)’ 방식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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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타 영역 점수를 과제완성에 어느 정도 종속시킴으로써 완전한 분석적 채점이 아니라 과제완성
을 ‘전반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 결정 요인으로 하여 나머지 영역 점수를 조정하는 ‘종합적
채점(holistic scoring)’과 분석적 채점의 중간 정도 방식의 채점이 이뤄지는 데 연수와 채점 경험이
많은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이 방식에 능숙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채점 영역별 명확한 점수 판단 기준 적용
기본적으로 상위 수준 채점자들이 과제완성을 기준으로 타 영역에서 가능한 점수의 폭을 줄여 점
수 결정을 보다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이 애매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과제
완성이 4점일 때 유창성이나 언어사용은 그대로 4점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1점을 깎을 것인
지 결정해야 한다. 또는 과제완성이 5점일 때는 타 영역에서 골든룰에 의한 상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 점수 폭이 넓어지고 이는 보다 정교한 채점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좀 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각 영역의 상한점수를 정한 후에는 그
안에서 점수를 결정하는데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 4>에서 채점자 SH-3은 과제완성 점수 3점에 따른 타 영역의 상한선을 고려하면서 그 안에
서 왜 유창성은 3점인지, 왜 발음은 만점인 3점을 주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구성력은 과제완성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3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언어사용은 골든룰에 의한 상한선 3점
중 왜 3점인지를 비교적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대부
분 골든룰 적용 후 각 영역 점수를 미세하게 결정하기 위해 자기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
용한다. 이 기준이 각 영역의 정의와 채점 기준을 고려한 답안의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고 전체 발화의 양이나 앞서 언급한대로 과제완성 점수 수준에 따라 타 영역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일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내재화한
상태에서 점수를 판단한다.
<예시 4> SH-3
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과제를 두 개 완성했다고 봐요. 맨 마지막 문장이 그냥 독립적으로
본다면, 그 뒷부분, 가족과 함께 산책하러 간다고 본다면, 과제 하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응답했으면 3점. 유창성 부분에서는, 음. 3점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과제 완
성의 영향을 받게 되구요. 그래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왔구요. 그
다음에, 발음이죠? 발음 부분에서, 음,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으나, 3점을 주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원래 연수상으로는 독립 채점을 하라 했어요. 어제 연수에서는 다시 그랬는
데...독립 채점을 한다면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력 부분에서는, 1번과 4번에
서 연계적으로 가족들과 간다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보면, 3점을 주고 싶기는 한데, 또
응답한 부분이 너무 낮아서 2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구요. 언어사용도 1번도 완벽하고, 2번
도 완벽하고, 중간에 못했으니까, 그것도 3점. 그래서 3, 3, 이렇게 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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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수준 채점자 중 SH-2는 다른 상위 수준 채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영역별 NEAT 채점 기준
을 고려하여 해당 답안의 절대적인 수준을 가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채점자는 신뢰도에서 .9가
넘고 채점 경력도 4회인 최상위 수준의 노련한 채점자이기에 그 특성이 상위 수준 채점자 집단의 행
동 유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채점자 SH-2는 골든룰 적용 후 각 영역 점수를 정할 때 다른 상위수
준 채점자들보다 비교적 해당 영역 자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NEAT 채점 루브
릭에서 찾았다. <예시 5>에서 보면, 유창성이 2점인 근거가 “very unnatural”하기 때문이고, 발음이
2점인 이유는 “자음 모음을 구분할 정도”이기 때문이고, 구성에서 1점인 이유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언어사용이 2점인 이유는 “일단 문장 정도를 구성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2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SH-2뿐만 아니라 다른 상위 수준 채점자들도 언어사용 영역
에서는 ‘문장 구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NEAT 채점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다른 영역
에서는 SH-2가 거의 유일하게 NEAT 채점 루브릭에 적혀있는 해당 점수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점수
를 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채점자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예시 5> SH-2
...<생략> ... 과제 완성에서는 2점을 주고, 그 다음에 유창성에 2점은 워낙 pause라든지 이
런 것들이 너무 길고 그래서 very unnatural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2점을 줬고요. 그 다음 발음
같은 경우 1점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채점을 해 보니깐 웬만하면 그
럭저럭,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음 모음 구분할 정도로 아이들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2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 구성력 같은 경우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점을 줬고요. 다음 언어사용도 일단은 문장 정도를 구성할 능력은
된다, 그래서 2점을 줬고요. ...<중략> ...

이와 같이 NEAT 채점 기준을 적용하면서 채점을 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채점자 SH-2가 과제완
성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각 채점 영역에서 독립 채점을 하도록 한다. <예시 6>에서 설명하는 답안
은 과제완성이 5점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경우인데, 각 영
역 점수를 정하는 데 과제완성 수준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해당 영역의 절대적 기준을 적용한다. 사
실 이와 같이 NEAT 채점 기준을 숙지하고 채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과제완성에 근거한
골든룰은 적용하되 그 안에서는 영역별 독립 채점을 위해 영역별로 점수대별로 절대적인 채점 기준
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채점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앞서 기술
한대로 골든룰을 적용하고 각 채점 영역의 기본적인 정의(예, 휴지, 자연스런 발화, 문장간 연결성,
연결사의 사용)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 구체적으로 NEAT 채점 기준에 기술된 점수별 특
징, 즉 영역별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앞서 보았던 대부분의 예에서처럼 채점 연수와 경험
을 통해 체득한 자신만의 점수 조정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SH-2는 영역별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근거를 NEAT 채점 기준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 말하기 채점자의 행동 특성 분석: 채점자 훈련을 위한 제언 / 송민영ㆍ이용상 1093

<예시 6> SH-2
일단 과제완성은 일단 저 나머지 영역은 따로 채점하더라도 장면에 대한 설명은 일단 알아들
을 수 있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5점 만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유창성은 이 아이가 pause의 개
념을 거의 모르는 아이다 보니깐 지금 거의 단어별로 전부 다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가기 때문
에 4점 이상을 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발음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에 끝소리가 자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해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발
음의 정교함이나 세련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구성력 같은 경우
도 각 장면을 separate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이걸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어서는 말하
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언어사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3점을 줄 수도 있고 2점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full sentence와 그 다음에 그냥 phrase를
섞어서 말하는 수준이고 더 중요한 거는 sentence내에서 words의 순서 자체를 지금 아이가 모
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2점을 줘도 될 것 같고. ...<중략>

이와 같이 과제완성에 의존한 상대적인 채점 방식이 아니라 NEAT 채점 기준에 근거한 절대적인
채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영역별 독립 채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점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논의된 과제완성을 기준으로 타 영역 점수를 조절하는 것과는 피상적으로 모순되는
듯 하지만, 채점자 SH-2처럼 과제완성을 기준으로 하는 골든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후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좁힌 후 NEAT의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점수를 결정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은, 즉 결합이 가능한 채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하위 수준 채점자의 특성
가. 과제완성에 따른 골든룰 적용 부재
상위 수준 채점자들과 대비되는 하위 수준 채점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한 답안을 채점
할 때 과제완성 점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타 영역의 상한 점수를 정한 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점수를 조정하는 골든룰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채점 시작 전에 채점 기준을 숙지하도록 시간
을 부여하고 골든룰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L-4를 제외하고는 실제
채점에 대한 점수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세 명의 채점자 SL-1, SL-2, SL-3이 하나의 답안을 처음 또는 반복해서 듣고 가장 먼저 언급한 영
역을 살펴보면, 각각 언어사용, 발음, 그리고 언어사용이다(<예시 7> 참조). 이 영역들이 답안을 듣
고 가장 먼저 점수를 결정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상위수준 채점자들이 과제완성에 초점을 두고 답안
을 듣고 맨 처음 그 점수를 확정짓는 데 반해,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답안을 들을 때 초점을 둘 영역
을 미리 정하지 못한 채 그냥 듣고 전반적인 인상에서 채점자 자신에게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영역의
점수부터 정해간다. 이는 골든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채점 경험이 많지 않아 잊어
버렸거나 적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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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7> SL-1
(결정을 하셨나요?) 네. 항목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language use에 문제
가 있었구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주어, 동사의 관계를 완벽한 문장으로 잘 얘기를 못하는
거 같고, organization도 그다지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fluency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없고
머뭇거림이... task completion도 사실은 4점도 떨어뜨려야할 거 같은데, (왜요?) 3번에서 3번
내용을 3번 내용에서 엄마가 얘가 이거 하는 것을 she beats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소 완벽한 수행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3번 그림에 대한
묘사가 불충분했다?) 예,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니까 거기서 1점을 깎으신거에요? 그
럼 organization은 왜 2점이에요?) 전체적으로 fluency하고 language use를 깎으니까... 제가
task completion을 불완전 수행으로 봤기 때문에 논리 구조에서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을 했
거든요. 그래서 2점을 주었습니다.
( )안은 면담자의 발화 내용

나. 채점 영역 간 점수의 상호 간섭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각 채점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채점에서
는 영역 간 점수 간섭이 심하고 한 영역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채점자 SL-1은 언어영역에 의한 인상이 다른 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고 그 영역 점수가
다른 영역에 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점수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시 8>에서 보듯이
일단 언어사용에서의 문제는 유창성과 발음 점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창성 점수는 과제완성
과 구성력 점수와도 함께 고려되어 결정된다. 채점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으면 언어사용
에서 감점하게 되고 이는 발음, 구성, 유창성 모든 영역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영역 간
점수 간섭이 심하고 한 영역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요소의 영향을 한꺼번에 고려하게 되니 해당
영역을 독립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분석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3.5점과 같은 중간 점수를
언급하거나 3 또는 4점 사이에서 망설이는 등 결정이 힘들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8> SL-1
언어 사용에는 군데군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또박또박 그림을 잘 설명을 한 거
같애요. 처음에 organization을 2점을 줄까 했는데, 그런대로 무난하게 그림의 흐름을 설명을
한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fluency는요?) fluency 같은 경우 language use가 안되니까
fluency를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3점을 줄까 4점을 줄까 3점으로 깎을까하는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대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그래도 거침없이 천천히 자기 자신의 내용을 설
명하고자 노력은 한 거 같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도 한 3.5 정도가 맞는거 같애요. 3.5
가 없기 때문에 task completion하고 organization에서 점수가 되니까 얘도 뭐 그냥 좀 끌어올
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중략>....그런데 이제 language use 언어 사용이 떨어지면
fluency를 잘 주기가 어렵고 pronunciation에서도 하나하나의 발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language use에 문제가 생기면 pronunciation에서 만점을 주기가 안 좋... 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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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역 점수를 기준으로 타 영역 점수를 정하는 것은 상위 수준 채점자들이 과제완성을 기준으
로 타 영역 점수를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상위수준 채점자들 중
최고 수준의 채점자 SH-2를 포함하여 일부는 골든룰 적용으로 과제완성 점수를 고려하되 각 영역
내에서 점수대별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SH-4나 SH-5와 같은 채점자들은 과제완성 수준에
따라 타 영역의 점수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수준 채점자들의 경우
에는 이 기준이 주로 언어영역이거나 채점자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이들은
이 기준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사용에 문제가 많
으니까 유창성도 만점 주기는 그렇고 발음도 만점 주기는 그렇고’ 등과 같이 체계가 없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상위수준 채점자들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과제완성에 다른 영역 점수를 어떤 식으로 종
속시킬 것인지 체계를 내재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다. 전반적인 인상에 근거한 영역별 모호한 채점 기준 적용
앞서 기술한 대로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영역별로 정확한 채점 근거를 내재화하지 못하고 영역 간
간섭이 심하여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듯 보인다. 이와 연계되어 있는 하
위 수준 채점자들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전반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영역별로 모호한 채점 기준으
로 점수를 정한다는 것이다. <예시 9>에서 채점자 SL-2는 모든 영역에서 ‘정확하지 않아서’, ‘좀 안
좋아서’, ‘약간 모자라서’, ‘여러 부분이 조금 부정확해서’와 같이 감점하는 데 대충 인상에 의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면담자가 좀 더 정확한 기술을 요구하자 동사나 전치사 사용 등을 언급하
고 있는데 이는 설명이 요구된 상황에서 다시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들이지만 일단은 바로
듣고 각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대략적인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정한 후 이에 대한
사후 설명으로 보인다.
<예시 9> SL-2
이거는... 5번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과제
완성은 5점을 했었는데, 유창성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발음은...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제가 그냥..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채점 인증할 때 이런 발음이 저
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3점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 고민스러웠지만, 일단 3점으
로 했고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발음이... 3점을 주기에는 약간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채점 기준에는 3점이었던 케이스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학생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3점으로 했고요. 구성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논리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접속사 사용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했고. 언어 사용도 문
법적으로 여러 부분 사용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들이 부정확했어요?) 요런
것 같은 건 구성력이 문제였고요. 요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거... wearing이라는 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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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동사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 언어 사용할 때 과거면 과
거에 맞게 과거형,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좀
두드러지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듣기에는... 네, 그런 부분이나 전치사 사용하는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

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자신의 점수를 설명하는 것은 하위수준 채점자 들 중에서도 SL-2가
가장 두드러졌다. SL-2는 고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인데 오랜 시간 가정ㆍ기술, 컴퓨터 과목 교사
를 하다가 영어 과목으로 전향하여 영어 교육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SL-2
가 특히 각 영역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다른 채점자들에 비해 세부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SL-2는 하위수준 채점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채점자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채점자의 특성을 보건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친숙도(familiarity)가 채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SL-2만큼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다른 하위 수준 채점자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하위 수준 채점자들이 전체적인 또는 대략적인 인상에 의한 모호한 채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각 영역 채점 기준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듣고 각 영역에 대
해 접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자신이 부여하는 점수에 대한 근거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모호한 기준으로 점수 범위 축소
앞서 기술하였듯이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골든룰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여 적용하지 못했고 이는
모든 영역에서 상한 점수가 열린 상태로 점수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점수 결정이 어려울 수 있
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대로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각 영역의 점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내재화하
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 범위 폭을 넓게 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좁은 점수
범위 안에서 A 아니면 B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채점자 SL-2는 ‘언어사용’
영역에서 자신이 매긴 10개의 답안 모두에 대해 3점 또는 4점을 주는 패턴을 보였다.
<예시 10>에서 보면 이 채점자는 언어영역에서 ‘단어의 명확한 사용’, ‘어법상 부정확한 부분’, ‘과
거형을 상황에 맞게’, ‘어순’, ‘전치사’, ‘시제’ 등 다양한 언어사용 내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점수를 설
명한다. 하지만 이 채점자가 자신이 채점한 답안을 다시 들으면서 점수를 설명하는 과정을 녹음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해당 답안에서 다른 답안과는 달리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3점 또는
4점을 주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이 준 점수에 설명을 끼워 맞추는 듯하였다. <예
시 10>의 두 번째 답안에 대한 점수 설명을 보면, 채점자가 언어사용에서 3점이나 4점을 주는 것에
대해 면담자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아주 쉬운 건데 놓친 것 같다’, ‘느낌에 그렇다’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이 준 점수를 ‘설명’하려고 몇 차례 시도하다 결국에는 ‘놓치고 있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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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고 스스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고 나서 NEAT 채점 기준을 다시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상황에 맞는(for given situations)’ 언어사용 이라는 개념이 채점 기준에 포함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 이 개념을 이용해 점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답안에 대
해 이 채점자가 오류 또는 좋은 특징으로 언급한 내용이 실제 답안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별로 타당
하지 않은 설명이다. 즉, 이 채점자는 이미 자신이 준 점수를 설명하기 위해 답안을 반복해서 들으면
서 자신이 준 점수에 맞는 특징을 골라내고 있는 듯하다.
<예시 10> SL-2
to they? to them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럼 아까 걔보다는 더 잘 한건가요?)
네, 더 잘 했는데... (그니까 선생님이 어떤 애는 3점을 주시고 어떤 애는 언어 사용을 4점을 주
셨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거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 특별히...아주 쉬운 건
데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엔 저는 감점을... 감점이라기보다 한 단계 낮은 것에서..
(네, 그런데 5점 만점에서 어떤 애는 4점이고 어떤 애는 3점이 굉장히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랬
을 때 고 사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때는...(언어사용은 3점 아니면 4점이길래, 그
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냥 제 느낌... 느낌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
지만은... 그러네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문법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somewhat(?)에서 이 내용이 상황에 주어진 것에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너무 다르게 넘어가... 너무 문법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거 같아요. (4점)
문법적으로 여러 부분 사용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렇게 했어요. (뭐가 부정확했어요?) <듣기>
요런 but 같은 건 구성력 문제고, <같은 부분 다시 듣기> 요기도 좀 그렇고.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wearing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도, 동사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그 상황
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 <듣기> 언어 사용할 때 과거면 과거에 맞게 과거형,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좀 두드러지는 걸로 보이고요. (3점)

이와 같이 임의로 점수 범위를 줄여 채점하고 점수에 맞춰 근거를 만드는 듯한 행동은 채점자
SL-2 외의 다른 하위 수준 채점자들에게서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하지만 SL-2처럼 각 점수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점자들이 언어사용이나 유창성과 같이 5점 척도를 사용하는 영역
에서 각 점수를 구분해서 채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이 때 발음이나 구성 영역과 마찬가지로
3점 척도로 점수 범위를 축소해서 채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제까지 NEAT 말하기 상위 수준 채점자와 하위 수준 채점자의 전반적인 채점 행동 특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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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말하기 답안을 들으면서 답안
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사하는 노트하기(note-taking) 전략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는 NEAT가 우리
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짧은 발화를 요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
한 전략이고, 전반적 인상에 의한 채점이 아니라 채점영역별 분석적 채점에서 정교한 영역별 점수
판단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Cumming 외 2인(2002)에서는 경험이 없는 채점자들이 내재
화되지 못한 채점기준을 채점 도중 마련해가기 위해 노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전반적인 인상에 의한 채점 상황이고, 본 연구에서처럼 영역별 분석적 채점 상황에서는 숙련된 채점
자들이 노트하기 전략을 사용해 영역별 분석적 채점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말하기 영역 채점자들은 숙련도에 관계없이 답안의 전반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한 영역에 다른 영역 점수를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두 집단에 차이가
있다. 상위 수준 채점자들은 과제완성 점수에 따른 골든룰 적용에 완전히 익숙해서 답안을 들을 때
일단 과제완성 점수를 먼저 결정하는 반면,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이 골든룰을 제대로 내재화하지
못해 실제 채점에서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답안을 들을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들어야 할
지 목표가 없이 일단 듣고 가장 부각되는 특징에 따라 그 영역 점수를 먼저 판단하려고 한다. 특히,
대개는 채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사용 영역의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이 영역 수준을 기
준으로 다른 영역 점수들을 비슷한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골든룰’이 NEAT에만 국한된 특별
한 채점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 수준 채점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말하기 답안을
들을 때 초점을 둘 영역을 정하고 듣는 것은 점수 판단에 큰 도움이 되는 듯하다. 또한 말하기 채점
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NEAT와 같은 대단위 시험에서 채택한 소위 ‘골든룰’과 같은 ‘수정된 분석적
채점’ 방식을 비슷한 성격의 다른 영어 말하기 시험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말하기 상위 수준 채점자들이 각 채점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역 간 독립
채점과 의존적 채점을 병행한다면, 하위 수준 채점자들은 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역별 독립 채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모든 영역을 서로 의존적으로 판단
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상위수준 채점자 SH-2처럼 골든룰 적용 후 각 영역에 대한 절대적 점수
기준에 근거한 분석적 채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다른 상
위 수준 채점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이 특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채점 경험이 많은 채점자들도 분석
적 채점에서 영역별 점수대별 절대적 기준을 내재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상
위 수준 채점자들이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능숙히 적용하기는 하지만 이것
이 채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점자 연수에서는 채점 영역별 점수대별 절대적
기준을 내재화 하고 실제 채점에서 적용하는 연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위 수준 채점자 SL-2는 다른 과목 교사를 오래 하다가 영어 교사로 전과한 채점자
로 유일하게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참가자이다. 이런 배경 탓인지 이 채점자는 각 채점 영
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각 점수에 대한 근거도 모호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영역별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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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줄여 좁은 점수 범위 안에서(예, 3점 또는 4점)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채점
기준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5점 척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하위 수준 채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인
데 채점의 타당성에 문제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다른 하위 수준 채점자도 영어지도 경력은 7년이지
만 초등학교 영어회화강사 신분이었다. 이는 채점자의 배경 변인 중 영어 전공 여부 및 교사 경력이
채점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말하기 채점자 선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NEAT 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특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에 참가한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상ㆍ하위 수준 채점자들의 전반적인 채점 행동의 특성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채점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미 NEAT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영어 말하기와 쓰
기 지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NEAT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교육 테두리 안에
서 시도되었던 대단위 영어 말하기 시험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며 그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축적
된 이론적ㆍ실무적 정보는 여전히 우리나라 영어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꼭 대
단위 시험 시행이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에 영어 말하기 지도와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어교사를
위한 교육청 단위 말하기 지도자 및 채점자 연수가 다시 활발해 지기를 고대하며 본 연구와 같은
NEAT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보가 이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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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oring behaviors of English speaking raters:
Suggestions for rater training

Min-young Song (Professor, Dept. of practical foreign languages, the Cyber univ. of Korea)
Yong-sang Lee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experienced English speaking raters score speaking responses
in terms of the overall scoring style, strategies for improving scoring consistency, an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coring rubric for each scoring a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retrospective interviews with six experienced speaking raters and three
inexperienced speaking raters of NEAT, in order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rater groups’
scoring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verbally report how they decided the score
of each scoring area and what strategies they employed to improve their scoring consistenc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d raters employed note-taking strategy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and scoring each response, in order to make a more accurate
decision of the score for each scoring area. Second, the experience raters applied the so-called
‘Golden-Rule’ of NEAT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while the inexperienced raters were hardly
consistent in applying this rule. Third, the experienced raters scored each scoring area
independently of the other areas by applying the absolute scoring criteria given for that area
without being seriously affected by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response, while the
inexperienced raters decided the scores of the five scoring areas interdependently. Lastly, it
seems that inexperienced raters apply a narrow range of scale points, that is, give similar scores
for most responses if they do no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coring criteria.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English speaking rater training.
Key words : English Speaking Raters, Speaking Rater Training, Scoring Behavior of Speaking Raters, NE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