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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은 수험자가 쓴 에세이에 대하여 전문 평가자가 직접 읽고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웹상에서 자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이다. 하지만 비영어권 수험자에게는 논리력 
혹은 작문 능력보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유창성에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비영어권 수험자의 영어 논술 평가를 
위해 어휘력, 문장 구조의 다양성, 문장의 혼잡도를 평가하여 언어 유창성에 집중된 기계학습 방법의 추가
적인 자질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전문 평가자의 점수와 1) 상관관계 2) 정확도 측면에서 제안하는 방법
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 유창성, 작문 평가, 기계학습

주제 : 좋은 이웃의 조건

잘 쓴 에세이 [5 점]
... to interrupt other's privacy ... to interfere in almost 
cases. ... bothers me ... not meddling in other people's 
concern ...

못 쓴 에세이 [2 점]
... I will describe that what are the quality of good 
neighbors ... I would think that good neighbors quality 
are ... I always think that ... 

그림 1 영어 에세이 예제

1. 서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는 가장 중

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열한

교육열 속에서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는 등 영어

학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인증 받기 위해 TOEIC, TEPS 등의 영어 인증 시험이 유

행하고 있고 이런 인증 점수는 대학 입시, 회사 입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중 TOEFL, GRE, GMAT에

서는 영어 논술 평가를 실시한다. 이 시험을 통해 수험

자의 논리력, 글의 구성, 어휘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

로 영작문 능력을 측정한다. 최근 들어 실생활 영어가

중요해짐에 따라 영어 말하기, 쓰기 영역 또한 중요해지

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역들은 읽기, 듣기 영역에 비해

사람이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컴퓨터가 평가하기 위해서

는 고도의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응용

분야로 영어 논술 자동 평가가 있다.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

으로 시스템이 수험자의 영어 에세이에 대해서 점수를

내어주고 피드백을 주는 실시간 시스템이다. 현재

e-rater, IEA (Intelligent Essay Assessor) 등의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은 웹상으로 특정 요금만 지불하면 이

용가능하다[1, 2]. 특히 GMAT에서 e-rater는 전문 채점자

의 평가와 더불어 최종 점수를 내주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은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구제적인 연구 내용은 보고되지 않는 상태이다.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 평가자와 같은

사람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평가가 가능하고

처리속도 또한 빠르다. 2) 적은 비용으로도 평가 받을 수

있다. 자동 채점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전문가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적은 비용의 평가가 가능하다. 3) 사용 접

근성이 용이하다. 전문 평가자와의 복잡한 연결 없이 웹

상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평가 또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

은 전문 평가자와 비슷한 결과를 내준다고 보고하였다[3, 
4]. 하지만 이는 영어권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험생과 같은 비영어권 수험생은 대상이 아니

다. 이 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영어권 수험생은 논리력

또는 글을 잘 쓰는 능력만 갖추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비영어권 수험생들은 이와 더불어 좋은 아이디어

를 잘 표현/번역할 수 있는 유창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어권 수험생들은 모국어에 따라

오류 유형이 다르고, 자연스럽지 않은 혹은 원어민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이런 언어 유창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

로 보다 정확한 비영어권 수험생의 영어 논술 평가를 위

해 언어 유창성의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 26 -

그림 2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언어 유창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글을

읽었을 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5], 원어민들이 사용

하는 언어에 가까운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제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잘 쓴 에세이를 보면‘간섭하다’의 뜻을 가진

자리에 동의어를 이용하여 같은 단어로 되풀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못 쓴 에세이를 보면 같은 문장 구조(주
어+조동사+동사+that)를 여러 번 반복 하였고 어휘 열 또

한 반복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어휘 또는 문장 구

조의 반복은 읽는 사람에게 글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영작문의 지침으로 보아도 반복 사용은 되도록

지양하는 편이다. 또한‘neighbors'와‘quality'간의 수일

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법적 오류도 보였다. 이런 비영

어권 수험생 에세이의 오류를 분석하여 이를 잘 반영한

언어 유창성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기계학습 기

반의 언어 유창성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은 제

안하는 방법의 결과와 전문 평가자 점수 간 상관관계와

정확도에 대한 실험 및 평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영어 논술 자동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연구는 문서 분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6]. 사용한 자질로는 단어 수, 
어휘 수, 문장 수, 특정 길이 이상 단어 수 등의 단순한

자질만 사용하여 문서의 표면적인 특성만 고려하였고 언

어 유창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영어 논술의 작문 스타일을 자동 평가한 연구[7]에서

는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자질 이외에 각 단어 빈도수

별 비율과 반복어 간 사이의 길이도 측정하였다. 시스템

의 평가는 작문 스타일 점수만 정답으로 이용하여 유창

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반복어구에만 집중 하

였고 문서의 내재적인 언어 유창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

어지지는 못했다.
다음은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 이외의 연구에서

언어 유창성을 평가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문장 내 오류를 인식하는 연구[8]에서는 오류 인식의

자질로써 어휘, 품사 특정 N-gram 단위 혼잡도를 측정하

였다. 하지만 영어 논술 자동 평가에서는 문서 전체 단

위의 혼잡도 측정이 필요하고 비영어권 수험생의 전형적

인 오류에 특화된 측정은 부족하였다.
말하기 유창성을 자동 평가한 연구[9]에서는 유사

3-gram의 빈도수 별 비율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유
사 3-gram 비교 시 삽입, 삭제, 대체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유사도를 구하였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휘 열에

대한 고려만 하였고 내재된 품사 열을 이용한 문장 구조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대학생의 영어 작문 실수 유형을 분석한 연구

[10]에서는 영어 에세이 등급 별로 자주 틀리는 오류에

대해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 한국 대

학생들은 관사, 수일치 등의 오류가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언어 유창성과 많

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영어 논

술 자동 평가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3. 언어 유창성 측정에 기반한 영어 논술 자동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영어 논술 자동 평가는 기계 학습을 이용

한 분류 방식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영어 논술문서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문

장 분리,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과 같은 기본적인 자연

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 자연어 처리 결과를 이용하여

학습 및 분류에 필요한 자질을 추출하며 이때 자질 선택

기에서 유용한 자질을 선별한다. 학습 과정에서는 전문

평가자가 채점한 결과와 각 학습 문서의 자질들을 이용

하여 분류 모델을 학습하며 실험 과정에서는 이 학습 모

델을 이용하여 새로 입력된 각 실험 문서의 등급을 분류

한다.
본 연구에서 언어 유창성을 영어 논술 자동 평가에 반

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질은 다음과 같다.  
3.1 어휘력 측정 자질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의 유창성은 다양

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작성자가 바꿔쓰기 (Parapharsing)를 능숙히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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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표층적 자질 (F1) [글자/단어/문장] 수

스타일 자질 (F2)

어휘 수

[단어/문장] 평균 길이

[어휘/특정 길이 이상 단어] 수
품사 별 [단어/어휘] 수
고급 사전 매칭 [단어/어휘] 수
특정 어구 [단어/어휘] 수

표 1 자질 설명

어휘 밀도

유창성 자질 (F3) 반복어 간 사이 거리

출현 빈도 별 단어 어휘 수

제안하는

유창성 자질 (F4)
품사 별 유사 관계인 단어 쌍의 수

출현 빈도 별 [어휘/품사] N-gram 수
[어휘 열/품사 열] 혼잡도

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한다. 바꿔쓰기란 비슷

한 뜻을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동의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며, 실제로 그림 1의 예

시와 같이 잘 쓴 에세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같은 품사의 어휘들을 쌍으로 묶고 각 쌍의 관계

가 유사 관계인지를 워드넷[11]을 이용하여 판별한다. 이
때 고려하는 품사는 명사/명사구, 동사, 부사, 형용사의

어휘만으로 국한한다.
3.2 문장 구조의 다양성 측정 자질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단조로운 글을 판

별하기 위해 문서 내 문장 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한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품사 열을 이용하며, 다양성

측정은 특정 품사 N-gram의 반복 빈도수로 측정한다. 품
사는 어휘와 달리 가짓수가 한정 되어 있으므로 짧은

N-gram으로는 모호할 수 있고, 긴 N-gram을 사용하여도

자료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어휘 열

2-gram과 품사 열 3-gram을 이용하였다. 이 자질을 통해

읽는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특정 N-gram의

과도한 반복을 파악할 수 있다.
3.3 문서의 혼잡도 측정 자질

작문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 쓴 영어와 비슷한 영어로

썼다면 그 영어 에세이는 유창한 영어로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량

의 외부 문서 집합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에세이의 혼잡도 (Perplexity)를 측정하여 영어 논술 자동

평가의 자질로 이용한다. 어휘 열과 품사 열을 모두 고

려하며 어휘 열은 3-gram, 품사 열은 5-gram을 각각 언

어 모델의 단위로 사용한다. 혼잡도는 이전 열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측정하는데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많을

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어휘 열 언어 모델은 수동태, 
수일치, 전치사 등의 주로 문법적인 오류 인식이 가능하

며, 품사 열 언어 모델은 문장 구조 등의 오류 인식이

가능하다.
3.4 자질 집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자질 집합은 다음 표 1과 같

다. 이 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자질[F1, F2, F3]
과 3.1절 ~ 3.3절에서 설명한 제안하는 자질[F4]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표층적 자질은 자연어 분석이 필요 없어도 추출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자질[6]이다. 스타일 자질은 작성자

의 작문 스타일에 관련된 자질로 대부분 사용하는 어휘

의 특성에 관한 자질들로 묶여 있다. 여기서 고급 사전

과 매칭되는 단어 및 어휘 수는 고등학생 수준의 사전과

GRE 시험 대비용 사전을 이용하여 얼마나 어려운 단어

를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자질이다. 또한 언어 밀도는

‘어휘 수 / 단어 수’로 구하며 대부분 문서 품질을 측

정할 때 가장 유용한 자질로 알려져 있다. 유창성 자질

은 1장에서 정의한 유창성을 측정하는 자질로 기존 연구

[7]에서 제안한 자질[F3]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질[F4]을
따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자질 값은 각 자질

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특성에 맞게 추출한다. 예를 들면

혼잡도 자질에서는 문서 내 문장 혼잡도의 평균을 구하

여 문서의 대표 값을 구하고, 특정 임계 값 이상의 문장

수를 구하여 언어 모델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 수를 구한

다. 또한 문서 내 문장 혼잡도의 최대/최소 값과 분산을

구하여 평균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다른 특성에 대해서

도 파악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문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단어 수에 기반

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정규화를 통한 상대적인 수치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4. 실험 및 평가

3장에서 제시한 언어 유창성이 영어 자동 평가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고 제안한 자질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

해 시스템 결과와 전문 평가자 점수 간 상관관계와 정확

도를 평가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학습 데이터 구축

등 실험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실험 결과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한다.
4.1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된 문서들은 모두 한국 수험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총 10개의 주제에 대한 영어 에세이이다. 각 주

제 별 에세이 수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3,093개로 두 명

의 전문 평가자에 의해 최종 점수와 유창성이나 작문 스

타일만 고려한 세부 점수까지 채점 되었다. 등급 점수는

TOEFL Writing채점 양식에 맞게 1점 ~ 6점까지의 범위

로 채점하였다. 분류 모델의 학습과 시스템 결과의 평가

에 사용하는 점수는 두 채점자의 평균의 값의 올림을 사

용하였다. 
3.3절의 언어 모델을 구성하는데 사용한 자원은 NEWS 

데이터로 약 3300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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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문서 개수
  시스템 출력 정답   인 문서 개수

사용 자질 Correlation Exact Adjacent
F1+F2 0.4890 64.89% 98.74%
F1+F2+F3+F4 0.5054 65.60% 98.80%
향상 폭 + 3.36% + 1.10% + 0.07%

표 2 전체 점수에 대한 성능

사용 자질 Correlation Exact Adjacent
F3 0.2020 55.42% 98.06%
F3+F4 0.2270 56.81% 98.12%
향상 폭 + 12.39% + 2.51% + 0.07%

표 3 세부 점수에 대한 성능

구축과 혼잡도 계산은 SRILM toolkit[12]을 이용하였다.
분류 모델을 위한 기계 학습 방법은 Maximum 

Entropy[13]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경험적으로 얻어진

확률 분포로부터 가능한 정답에 가까운 모델을 찾는데

제한된 자질 안에서 분류하는 방법에 적합하다. 각 실험

환경 별로 최적의 상태를 찾기 위하여 상관관계 기반 자

질 선택을 적용하였고, 각 자질 값 간 범위를 맞추어주

기 위해 순위 기반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

습 문서와 실험 문서를 분류하기 위해 10-묶음 교차 검

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각 분류 방법이 얼마나 전문 평가자와 유사하게 채점

하였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 식 (1), (2), (3)과 같이

상관관계와 정확도를 평가한다.

상관관계는 시스템이 출력한 결과와 정답 간 유사한

정도의 통계적 차이를 계산한다. 영어 논술 자동 평가에

서 식(1)의 상관관계는 시스템과 전문 평가자가 잘 쓴 에

세이에는 좋은 점수로 채점했는지, 못 쓴 에세이에는 안

좋은 점수로 채점하는지를 서로 비교하여 얼마나 유사한

경향으로 채점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 평가 방법은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성능 측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정확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확

하게 맞추었는지[식(2)], 아니면 정답과 1점 이내로 맞추

었는지[식(3)] 평가한다. 식(3)의 방법은 전체 점수가 6등
급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려워

서 정답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영어 논술 자동 평가의

성능 측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표 2는 유창성 자질이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그
래서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자질 중 유창성 자질을 제외

한 실험[F1+F2]과 유창성 자질까지 포함한 실험

[F1+F2+F3+F4]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든 평가 방법에서 소

폭의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영어 논술 평가에서

유창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실험 모두 Adjacent Match 결과를 볼 때 1점 이내로

는 거의 맞춤을 볼 수 있다.

TOEFL Writing의 평가 기준 중 [언어 유창성/어휘 수

준/작문 스타일]만 평가하는 세부 점수를 정답으로 둔 비

교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실험은 유창성 자질 중

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질이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

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유창성 자

질만 이용한 실험[F3]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질까지 포

함한 실험[F3+F4]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3을 보면 유창성

자질로만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전체적인 성능은 대

체로 낮지만 모든 평가 방법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

를 통해 제안하는 자질이 유창성 측정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영어권 수험생들의 영어 논술을 보다

정확하게 자동 평가하기 위하여 언어 유창성 평가에 집

중된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작

성자의 어휘력, 에세이의 문장 구조 다양성, 혼잡도를 계

산하여 기존 연구 방법에 추가하였다.
실제 비영어권인 한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

았고, 이 실험을 통해 언어 유창성 자질들이 영어 논술

자동 평가의 성능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안

하는 유창성 자질들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유창성 자

질보다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비영어권 수험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어

논술 자동 평가 시스템에서도 이를 반영해주어야 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영어 유창성 평가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언어 모델 구축 시 에세이 성격과 비슷한 대

용량의 문서집합을 이용할 것이고, 의미적 파싱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보다 자세하게 문장 구조와 단어 간 의미

적 관계를 추출하여 더 정확한 영어 논술 자동 평가 방

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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