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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어 에세이 자동 평가를 위한 딥러닝 기반의 새로운 평가 방법론을 제안한다.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

단계로 이루어진 평가 과정을 통해 자동화된 에세이 평가가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평가한 점수와 각 단계별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하는 평가 방법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서답형 채점 자동화, 영작문, 영어 에세이, 논술형 평가, 자동채점, 딥러닝

1. 서론

교육평가란 학습자가 교육목표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측정

과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평가의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채점의 효율성이 높은 선다형 문항을 선호했

지만, 최근 수험자의 고등정신 능력을 평가하려는 수요가 높아

지면서 서답형 문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어나 영어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쓰기, 말하기 등의 수행능력

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형 문항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답형 평가는 시행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대

규모로 시행될 때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채점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서답형 평가 문항을 채점할 때는 채점자간 점수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 공정성 등의 측정학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채점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규모 성취도 평가와 같이 많은

채점자가 짧은 시간 동안 채점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점의 일관

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있다.영어자동채점연구의선두주자는미국교육평가원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으로, 자사의 논술형 자동

평가 엔진인 E-rater를 활용하여 사람의 평가 점수와 98% 일

치하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였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한국어 문항에 대한 자동채점 연구들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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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라는 아쉬움이 있다.

논술형 문항의 채점이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평가 전문

가가 각 문항별로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논술형 문항 평가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문

항에 상관 없이 에세이를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의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사람의 채점 결과와 비교하여 논술형

문항의 공통된 평가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답안 평

가의 자동화는 교실에서 교사의 평가를 돕는 데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대규모 국가 단위 시험

에도그활용이확장될수있다.또한논술형평가의시간,비용,

신뢰도 확보 및 평가 결과의 일반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술형 문항 자동

평가에 대해 소개한 후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다. 이어지

는 4장에서는 제안한 평가 방법이 타당한지 검증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2. 관련연구 및 배경지식

2.1 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이란?

논술형 문항 자동채점(Automated Essay Scoring, AES)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형으로 작성된 학습자의 답안

을 자동으로 채점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그 기원은 1960년대 텍스트의 측정 가능한 특징을 통해 다중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점수 모델을 구성하는 전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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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Project Essay Grade)에서 시작된다. 이후 미국의 국가

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에서 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컴퓨터

자동채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자연어 처

리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 평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논문이 교육 측정, 컴퓨터 언어학 및 언어 평가

분야 주요 저널에 게재되었다[3].

2.2 국내의 논술형 평가 자동화 연구

국내 논술형 문항에 대한 컴퓨터 자동채점 연구들은 대부

분 영어 작문 채점에 관한 것이다. 영어의 경우, 자연어 처리

및 자동채점 알고리즘 관련 선행연구가 많아 한국어에 비해

자동채점 연구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영작

문 답안을 대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공학 및 교육

분야에서 자동채점 모델링과 성능 개선 연구를 시도한 바 있

으며[4, 5, 6], 한국어 서술형 응답을 영어로 자동 번역하여 채

점 자료로 사용하였을 때 일부 과학 개념 평가에서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7]. 이러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대규모의 자동채점 연구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 기반 자동평가(Web-based Automated Assessmen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 ‘WA3I’1는 컴퓨터와 전문

가 채점 간의 일치도가 높은 총 30개의 과학 문항에 대하여 서

술형 평가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학생들의 학습의

도구로서 자동채점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의의

는 있으나, 평가 문항이 제한적이고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점이 있다. 종합하자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학

생들의 한국어 응답에 대한 자동채점 연구들은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8]. 또한 교육 현장에서 잠

재가치가큰데이터가매일생성되고있으나,이를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 해외의 논술형 평가 자동화 연구

IntelliMetric2 에세이 평가 시스템은 1997년 출시된 최초의

상업적인 인공지능 기반 논술 채점 시스템이다. 사람이 채점

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에세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지과

학,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을 사용했다. 이후 등장한

ETS의 E-rater3는 채점 및 피드백 제공에 사용할 수 있는 작문

평가 보조 엔진이다. 해당 시스템은 답안의 내용 분석, 어휘

의 복잡성, 문법 오류의 비율 등 작문 능력과 관련된 특징을

식별하여 기계학습의 피처로 사용한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사

1http://wai.best/
2https://www.intellimetric.com/direct/
3https://www.ets.org/erater

용하여 자신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문법,

사용법, 스타일, 조직 등에 대한 실시간 진단 피드백과 함께

에세이의 전체적인 점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Intelligent

Essay Assessor(IEA)는 주로 잠재 의미 분석에 의존한다[9].

구체적으로는,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사람이 채점한 샘플을 통

해 학생의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고 평가한다.

점수와 추출된 특징 간 관계를 통해 사람이 점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3]. 이 외에도 OpenEssayist[10], Edulai4 등

개인화된 피드백과 함께 내용, 어휘, 문법 및 형식 등의 여러

글쓰기 요소에 기초한 분석적 점수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시스

템이 세계적으로 개발되었다. 개인화된 피드백의 수준은 평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3. 제안하는 평가 방법

논술형 문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항별 채점 기준을 수

립하고 채점자는 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 이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해당

과정을 간단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네 가지 요소인 어

휘(Lexical) 분석, 형태소(Morpheme) 분석, 구문(Syntax) 분

석, 의미(Semantic) 분석을 논술형 문항 평가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에세이 자동채점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기

술을바탕으로대상언어에대한전반적인문법지식,즉,어휘,

형태소,구문,의미에관한지식(Lexical, Morpheme, Syntactic

and Semantic knowledge)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1]. 따라서, 논술형 평가에

서 채점자가 평가할 요소를 항목화하여 루브릭(rubric)을 만드

는것처럼,본논문에서는에세이를어휘,형태소,구문,의미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각 특징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한다.이를통해어휘,형태소,구문,의미수준에서의포괄

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다양한 문항에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1 어휘(Lexical) 기반 평가

어휘(Lexical) 기반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세이가 얼마

나 풍부하고 의미 있는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세이를 구성하는 어휘의 다양성(Lexical

diversity)을파악할수있는다양한지표를분석하였다.다양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TTR(Text-Type Ratio) : 총 단어 수에 대한 서로 다른 고

유어간의비율을말한다.본논문의평가에서는 (1)띄어쓰

기를 기준으로 토큰화했을 때와 (2) 품사 태깅을 고려하지

4https://www.edul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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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표제어 추출방식을 기반으로 토큰화했을 때로 나누어

토큰화 기법을 서로 다르게 수행한 결과를 모두 확인한다.

• Vocabulary Size :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화한 후 중복

되지 않는 단어의 개수를 확인한다.

• Vocabulary Size (w/o Stopwords) : 중복되지 않는 단어의

개수에서 불용어를 제외한 어휘 사전 크기를 확인한다.

• 어간 추출 (Stemming) : 단어에서 어간을 추출한 후 중복

되지 않는 어휘 사전 크기를 확인한다.

• 표제어 추출 (Lemmatization) : 품사 태깅을 고려한 경우

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표제어 추출을 수행한 후,

중복되지 않는 어휘 사전 크기를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어휘 단계에

서해당에세이가얼마나풍부하고의미있는글인지평가했다.

각 지표로 부터 얻은 결과값을 문항별 점수 범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스케일링하여 에세이에 다섯 가지의 어휘

기반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3.2 형태소(Morpheme) 기반 평가

형태소(Morpheme) 기반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세이에

유의미한 형태소가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 형태소 분석에 사용한 nltk 패키지5는 총 45

개의 품사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 이 중 어떠한 품사가 평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우선적으

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형태소별 사용 빈도와 에세이 평가

점수 사이에 얼마나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

는데, 품사별 사용 빈도와 에세이 평가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품사 태그와 평가 점수 간 상관계수 그래프

분석 결과 문장간 연결을 긴밀하게 해주는 전치사 또는 종속

접속사(IN)의 개수가 평가 점수와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등으로 등장하는 명사(NN),

복수명사(NNS), 인칭대명사(PRP)의 개수와 더불어 문장에서

명사와 함께 등장하는 한정사(DT)의 개수 역시 상관관계가 높

5https://www.nltk.org/api/nltk.tag.html

았다. 그 외에도 문장의 구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형용사(JJ),

부사(RB)의 개수와 문장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동사(VB), 동

명사 또는 현재 분사(VBG), 과거동사(VBD)의 개수 역시 평

가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접속사(CC)와 마침표(.)도

상관계수가 높은 편에 속했는데, 이는 문장의 개수와도 밀접한

연관성을가지기때문에문장개수와평가점수또한높은상관

을 보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평가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낮은 품사에는 대부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특수 문자나 기호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각 형태소의 개수와 평가 점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한 값을 가중치처럼 활용하였다. 형태소

기반 평가의 점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사 태깅을

통하여 에세이에 포함된 품사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한다. 이

후 앞에서 구한 각 품사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에세이에 포함된

품사의 개수를 각각 곱해 형태소 기반 평가에 필요한 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모두 더해준다. 즉, 동일한 개수의 어휘 사전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가 점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품사를

많이 가진 에세이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후 계산한 값을 각 문항별 점수 범위 내로 스케일링하여 형

태소 기반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3.3 구문(Syntax) 기반 평가

구문(Syntax) 기반 평가는 에세이가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주는 영문법

교정기를 통해 에세이에 있는 문법 오류를 확인한다.

이를점수로환산한과정은다음과같다.학생이작성한답안

을영문법교정기의입력으로넣어,원본답안과문법교정기를

거친답안을비교하여교정된단어의개수를파악한다.문법오

류의 횟수가 높을수록 답안의 평가 점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교정된 단어의 개수가 많은 학생에게는 더 낮

은 점수를 할당했다. 이를 각 문항의 점수 범위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하여 구문 기반 평가의 점수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12]이 제안한 Noise sequence to Denoise se-

quence(NS2DS) 모델을 GEC task에 적용한 딥러닝 기반의

영문법 교정기를 사용하였다. 특히 해당 모델은 NS2DS 구조

에 Copy Mechanism[13]을적용하여과교정(overcorrection)의

문제점까지 완화했다.

3.4 의미(Semantic) 기반 평가

의미(Semantic) 기반 평가의 목표는 학생이 문제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와 의미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에세이

를 작성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논술형 문항의 질의문은

에세이답안의주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잘작성된에세

이일수록 제시문과 질의문에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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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SAP 데이터셋 설명

번호 유형 데이터 개수 평균 길이 점수 범위

1 설득/묘사/설명 1783 350 2-12

2 설득/묘사/설명 1800 350 1-6

3 제시문 활용 1726 150 0-3

4 제시문 활용 1772 150 0-3

5 제시문 활용 1805 150 0-4

6 제시문 활용 1800 150 0-4

7 설득/묘사/설명 1569 250 0-30

8 설득/묘사/설명 723 650 0-60

답안을 작성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의미 기반 평가에서는

논술형 문항의 질의문과 학생들이 답안으로 작성한 에세이를

각각 문단 벡터로 변환한 후,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질의문과 에세이를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의 분산 표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Doc2Vec[14]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문단 벡터 사이의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거리와 코사인 값을 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으며,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1)과 같다.

similarity = cos(θ) =
A ·B
‖A‖‖B‖

=

n∑
i=1

AiBi√
n∑

i=1

A2
i

√
n∑

i=1

B2
i

(1)

이렇게 계산한 코사인 유사도 값을 각 문항의 최고점과 최저

점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하면, 질의문과 에세이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3.5 최종 점수 계산

앞 절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점수를 계산하면, 모든 에

세이는 각 문항의 점수 범위 사이의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

기반의평가점수를가지게된다.본논문에서는이를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4. 평가 방법 검증

4.1 검증 디자인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세이 평가 방법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점수와 사람이 평가한 점수 사이의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계산하여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의 각 단계별 점수가 에세이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검증을 진행한다.

4.2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는 Hewlett Foundation이 데이터 경진대회 플

랫폼 Kaggle을 통해 공개한 Automated Student Assessment

Prize(ASAP) 데이터셋6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셋에는 총 8개

의 에세이 문항이 존재하며, 각 문항은 주어진 상황을 참고하

여설득하거나,묘사하거나,설명하는글을쓰는유형과제시문

(Source Essay)을참고하여질의문에답하는유형으로나눌수

있다. 문항별로 평균 150-650 단어 사이의 에세이 응답이 저장

되어 있다.

본논문에서는사람평가자의점수,즉정답레이블이존재하

는 학습 데이터만 사용하였으며, 정답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사용하지 않았다. 데이터셋의 통계

적 특징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어휘 기반 평가 검증

어휘 평가 분석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표 2. 어휘 기반 평가 검증 결과

지표 상관계수

1 어간 추출 0.9493

2 표제어 추출(품사 태깅) 0.9478

3 Vocabulary Size 0.9470

4 표제어 추출 0.9469

5 Vocabulary Size (w/o Stopwords) 0.9335

6 TTR(띄어쓰기) 0.7790

7 TTR(표제어 추출) 0.7564

어간 추출을 활용하여 어휘 사전을 구성한 경우, 표제어 추

출을 활용하여 어휘 사전을 구성한 경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6https://www.kaggle.com/c/asap-ae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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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형태소 기반 평가 검증 결과

토큰화하여 중복을 제거한 어휘 사전을 구성한 경우에는 어휘

사전의 크기가 평가 점수와 약 0.95의 상관계수를 가지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TTR을 활용하여 점수를 예측했을

때는 평가 점수와 약 0.78, 0.76의 낮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TTR은 많은 수의

토큰을 포함하는 텍스트 샘플이 더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통 동일한 길이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본 논문의 에세이 데이터셋의 경우 글자 수가 일

정하지않고문항별로많게는 500단어까지도길이가차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평가 점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때는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 기반의 평가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

장 높은 상관을 가지는 ‘어간 추출’ 방식만을 사용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4.4 형태소 기반 평가 검증

형태소 기반 평가의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의

Rater1 Score와 Rater2 Score는 서로 다른 평가자 1, 2의 평

가 점수를 말하며, Total Score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 점수를 나타낸다.

모델이계산한최종점수는평가점수그리고각평가자의점

수와 약 0.91, 0.90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다. 이를 통해

형태소 기반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가 사람의 평가 점수와

강한 선형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기법은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4.5 구문 기반 평가 검증

구문 기반 평가의 검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검증 결과,

에세이의 문법 교정 횟수는 평가 점수와 약 0.84의 상관계수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논문의 4.4절의 검증 결과와 비교

하면 비교적 낮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해보았을 때, 평가 과정에서 사용한 딥러닝 기반의

영문법 교정기에서 발생하는 문법 교정 오류를 원인으로 찾을

그림 3. 구문 기반 평가 검증 결과

수 있었다.

예시로, 데이터셋의 8번 문항 중 가장 많이 교정된 에세이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교정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live out’을 ‘live’로, ‘walk over’을 ‘walk’로 변환하는 등 단

어가쓰인맥락을이해하지못하고전치사를없앤후단순한

동사로 변환하는 경우

• 데이터셋에서 개체명이 마스킹 된 부분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해 ‘@CAPS3 was me alone with seven other girls.’라는

문장에 주어 ‘I’를 삽입한 경우

• 이전 문장에 등장한 주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him’을 ‘her’

로 교정한 경우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영문법 교정기가 문장 내에서 불

필요한 부분까지 교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문법 교정기

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적대적 기계학습(Adversarial machine

learning) 등의 방법으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4.6 의미 기반 평가 검증

의미 기반 평가에 대한 문항별 검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질의문-에세이 벡터 유사도와 평가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 역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제시

문을 활용하는 유형인 3번에서 6번 문항(그림 4의 essay 3∼6)

중 대부분의 문항이 특히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논술

문항의 특징을 잘 반영한 평가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설득/묘사/설명하는

유형인 1, 2, 7번 문항(그림 4의 essay 1, 2, 7)은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4.7 최종 분석 결과

결과적으로, 모델의 최종 점수와 사람이 평가한 점수는 그림

5와 같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평가한 최종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약 0.97로 이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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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미 기반 평가 검증 결과

그림 5. 모델이 예측한 최종 점수와 평가 점수의 상관계수

절에서 검증한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 기반 평가 요소들과의

개별적인 상관관계를 따져보았을 때보다 가시적으로 높은 수

치임을 알 수 있다. 평가자 1, 평가자 2가 각자 평가한 점수와

모델이예측한최종점수의상관계수가약 0.02정도낮게나타

났으나, 이 역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이 사람이 평

가한 방법과 상당히 일치하는 humanic한 평가 방법임을 검증

할수있었다.모든검증에대한상관관계결과는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세이를 어휘, 형태소, 구문, 의미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동화된 평가 방법

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표에 대하여 사람이 평가한 점수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으며,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졌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한

국어 논술형 평가 연구에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제안한 평가 방법을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점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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