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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표준(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KSES)은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을 강

조하고 있다. 과학적 논증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과정이며(Driver, Newton 

& Osborne, 2000)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도

구이다(Yang et al., 2009). 이에 많은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논증을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

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2008; Kelly, Druker 

& Chen, 1998). 

논증 수업이 교실에 정착되기 위해서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 논증 

평가 방법이 필요하며(Henderson & Osborne, 2019; Osborne, 

Erduran & Simon, 2004), 이를 위해 다양한 논증 평가 방법이 연구되

어왔다. 대표적으로 Toulmin의 논증패턴(Toulmin’s argument 

pattern, TAP)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지녔기에 논증 평가에 많이 

사용되어왔다(Erduran, Simon & Osborne, 2004; Zohar & Nemet, 

2002). Toulmin(1958)은 논증을 자료, 보장과 보강을 사용하여 정당

성을 지닌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구성 요소의 조합

에 기초하여 논증의 수준을 평가하였다(Sampson & Clack, 2008). 

그러나 많은 논증 연구에서 TAP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분류 기준과 

언어의 모호함으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Erduran, 

Simon & Osborne, 2004; Kelly, Druker & Chen, 1998). 또한 단순한 

논증 요소만으로는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논증 활동

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타당한 논증 평가를 위해서 

TAP 이외의 평가 요소를 추가로 활용하여 논증 평가를 보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새로운 평가 방법으로 논증 과정의 패턴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논증 패턴은 논증 담화의 구조와 순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논증의 실제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논증 패턴은 복잡한 

교실 속 논증 담화의 수준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용이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증 패턴은 구성(construction), 비평(critique)과 

같은 상호작용을 표현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산출된다

(Ford, 2008). 또한 과학적 논증에 대한 패턴 분석은 어떠한 종류의 

논증 패턴과 상호작용이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논증을 촉진할 수 있을

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Ryu & Sandoval, 2015). 따라서 교실

에서 논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증 패턴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논증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González-Howard & McNeill, 2017).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논증 평가와 논증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계 학습이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분야로 데이터를 통해 분류와 예측 등을 수행하는 알

고리즘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기계 학

기계 학습을 활용한 논증 수준 자동 채점 및 논증 패턴 분석

이만형1, 유선아2*

1주성고등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Automated Scoring of Argumentation Levels and Analysis of 

Argumentation Patterns Using Machine Learning

Manhyoung Lee1, Suna Ryu2*

1Juseong High School, 2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 R T I C L E  I N F O A B S T R A C T   

Article history:
Received 2 March 2021
Received in revised form 
7 April 2021
15 May 2021

Accepted 31 May 2021

We explored the performance improvement method of automated scoring for scientific argumentation. 
We analyzed the pattern of argumentation using automated scoring models. For this purpose, we assessed 
the level of argumentation for student’s scientific discourses in classrooms. The dataset consists of four 
units of argumentation features and argumentation levels for episodes. We utilized argumentation clusters 
and n-gram to enhance automated scoring accuracy. We used the three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resulting in 33 automatic scoring models. As a result of automated scoring, we got a good scoring accuracy 
of 77.59% on average and up to 85.37%. In this process, we found that argumentation cluster patterns 
could enhance automated scoring performance accuracy. Then, we analyzed argumentation patterns using 
the model of decision tree and random forest. Our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in which justification in coordination with claim and evidence determines scientific argumentation quality. 
Our research method suggests a novel approach for analyzing the quality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classrooms.

Keywords:
automated scoring, machine 
learning, scientific 
argumentation, argumentation 
pattern, pattern analysis

* 교신저자 : 유선아 (sunaryu@knue.ac.kr)

** 이 논문은 이만형의 2021년도 석사 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http://dx.doi.org/10.14697/jkase.2021.41.3.20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Journal homepage: www.koreascience.or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41(3), 203∼220, 2021



Lee & Ryu

204

습은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패턴과 흐름을 통해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과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Park et 

al., 2015). 논증 평가를 위해 기계 학습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자동 채점(automated scoring) 연구가 있다. 그러나 과학적 논증 평가

를 위한 자동 채점의 국내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Ha et al., 

2019).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자동 채점 연구의 대다수는 정해진 답이 

있는 서답형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학적 논증, 모델링과 

같은 과학적 실천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과학적 논증에 초점을 맞춘 자동 채점 연구

로는 Lee & Ryu(2020)가 있다. Lee & Ryu(2020)는 논증 수업 중 

발생한 학생 발화를 대상으로 TAP을 기반으로 한 논증 요소의 자동 

채점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TAP을 활용한 논증 평가의 선행 연구

를 탐색하여 자동 채점에 적합한 5가지 논증 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자동 채점에 적용하여 최대 65.96%의 채점 정확도를 얻었다. 특히 

기존 선행 연구에서 반박에 대한 성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자동 채점 알고리즘에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추가하였

다. 이는 인간 평가자의 논증 평가 과정을 분석한 후 자동 채점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반박에 대한 평가 성

능을 최대 21.74% 향상시켰다. 

그러나 Lee & Ryu(2020)의 연구는 개별 발화와 TAP을 활용한 

논증 요소만을 활용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논증은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개별 발화와 

단순한 논증 요소만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논증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

소를 활용하여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논증 패턴과 논증 담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하고, 어떠한 요인이 더욱 효과적

인 채점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구성된 자동 채점 

모델을 분석하여 논증 담화의 패턴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논증 담화의 패턴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언하는 것으로, 기존 

패턴 연구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간 평가자

가 발견하지 못한 숨어있는 논증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된 이 연구는 2018년에 수집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과학적 논증 담화를 기반으로 한 자동 채점 연구이다. 

교실 현장에서 얻어진 학생의 논증 담화는 학생의 실제 사고와 상호

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동 채점의 질 높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대상으로 자동 채점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 변수를 구성하

고자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논증 평가 요소를 추출

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평가 요소를 자동 채점의 논증 피처

(argumentation feature)로 명명하였다. 이는 자동 채점의 정량적 입력 

변수(피처, feature)로 활용되었다. 이 논증 피처로 자동 채점의 다양

한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어떠한 논증 피처가 자동 채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가를 탐색하였다. 또한 논증 피처로 표현된 자동 채점 모

델을 분석함으로써,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 담화의 양상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논증 피처가 논증 담화에 대한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시키는가?

둘째, 논증 담화에 대한 자동 채점 모델을 분석하여 얻어진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 양상 및 패턴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Lee & Ryu(2020)의 후속 연구로써,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과 자동 채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기계 학습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델 훈련(학습), 모델 평가, 모델 개선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나타낸 자동 채점 모델의 일반적인 개발 

절차는 Table 1과 같다.

기계 학습 단계 자동 채점 모델의 개발 절차

데이터 수집 ⋅학생 답안(발화) 수집

데이터 전처리

⋅자연어 처리: 학생 답안(발화)에 대한 맞춤법 교정, 형

태소 분석, 구문 분석 등

⋅라벨링(labeling): 인간 평가자에 의한 학생 답안(발화)

의 평가 및 기록

⋅피처 추출(feature extraction)과 피처 선택(feature 

selection): 학생 답안(발화)를 표현하기 위한 피처의 

구성

⋅데이터 분할(data splitting): 자동 채점 모델의 학습을 

위한 학생 답안(발화) 분할

모델 훈련

⋅기계 학습 알고리즘 선택 및 파라미터 조정(parameter 

tuning)

⋅자동 채점 모델의 구성

모델 평가 ⋅자동 채점 수행 및 성능 분석

Table 1. Development procedure for automated scoring model

과학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과 자동 채점의 

추가적인 개념 소개는 Lee & Ryu(2020)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논증 패턴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추가로 검토하여 

과학적 논증 담화에 대한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1. 논증 패턴 분석

논증 패턴이란 토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논증의 산물로써, 

논증 요소들의 종류와 순서가 고려되어 결정된다(Nielsen, 2013). 예

를 들어 “물은 끓는점이 높다. 왜냐하면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

이다.”라는 발화는, 주장과 정당화가 연결된 논증 패턴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논증 과정 중 화자 간의 상호작용도 이와 같은 논증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논증 패턴과 상호작용을 기계 학습으로 분석

한다면, 패턴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평가자가 발견하지 못한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발견된 논증 패턴을 기계 학습의 입력 변수(피처)로 활용

함으로써, 자동 채점의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Wachsmuth, Al 

Khatib & Stein, 2016). 

논증 패턴과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자연어 연구의 한 분야

인 아규먼트 마이닝(argumentation mining)에서 진행되어왔다. 

Jeong(2003)은 입장, 동의, 논쟁 등 12가지의 요소로 구성된 토론분석

도구(discussion analysis tool, DAT)를 활용하여 논증 과정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연속된 2가지 논증 요소를 하나로 묶은 이벤트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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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airs)을 활용하여 논증의 상호작용과 비판적 사고의 패턴을 

정량적으로 탐색하였다. Wachsmuth, Al Khatib & Stein(2016)은 아

규먼트 마이닝의 결과를 활용하여 글쓰기 논증 구조의 공통적 패턴을 

통계적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논증 구조가 논증 수준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아규먼트 마이닝에서 이루어

진 패턴 연구는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제공

한다. 그러나 아규먼트 마이닝의 연구 결과를 과학적 논증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논증 패턴을 과학적 논증의 선행 연구와 연결 지

어 해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 

논증 수준에 따라 논증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교육에서 논증 패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수행되

어 하며, 패턴에 대한 기계 학습 결과는 과학적 논증을 해석하는 관점

으로 분석되어야한다.

과학적 논증에서 패턴을 활용한 연구로 Erduran, Simon & 

Osborne(2004)은 ‘CD(claim, data)’, ‘CW(claim, warrant)’와 같이 

TAP으로 구성된 논증 요소를 묶은 클러스터로 논증 패턴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González-Howard & McNeill(2017)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사용하여 과학적 논증 과정에

서 비평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여, 사회연결망이 논증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Ryu & Sandoval(2015)은 과학적 논증을 ‘C(claim)-D(disagreement)- 

EA(explicit agreement)’와 같이 논증 요소로 구성된 패턴으로 표현함

으로써, 소모둠의 논증 구조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흐름 지도(sequence map)라고 하였으며, 이 흐름 지도는 연구자가 

각 그룹에서 이루어진 논증의 새로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써 활용되었다. 그러나 SNA의 분석 결과가 논증 내용과 논증의 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González-Howard & 

McNeill, 2017), 연구자가 패턴을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문제점 등은 앞으로의 연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대다수의 패턴 분석 연구는 글쓰기 논증에 대

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논증 담화에 대한 패턴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과학적 논증 담화의 패턴을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논증 수업에서 발생한 모든 

발화를 기계 학습의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교실 속 논증 담화에 

담긴 실제적 논증 패턴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2. n-gram

본 연구는 패턴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기법으로 n-gram을 활용

하였다. 주로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n-gram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연속적인 n개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This 

is an apple”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n-gram은 Table 2과 같이 나타

난다.

n 명칭 요소

1 uni-gram this, is, an, apple

2 bi-gram this is, is an, an apple

3 tri-gram this is an, is an apple

Table 2. Example of n-gram

n-gram은 순차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다음에 나타날 요소가 

무엇인지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연속적 데이

터의 조합으로 구성된 n-gram을 활용함으로써 자주 출현하는 패턴, 

즉 정형화된 연속체(formulaic sequence)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Choi, Song & Nam, 2010).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n-gram은 자연어 

처리만이 아니라 DNA서열 분석, 의학적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턴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논증 평가에 대한 Wachsmuth, Al Khatib & Stein(2016)의 연구는 

논증 패턴을 표현하는 요소 중 하나로 n-gram을 활용하였다. Fauzi 

et al.(2017)는 자동 논술 채점 시스템에서 n-gram을 자동 채점의 입력 

변수(피처)로 활용하였으며, uni-gram, bi-gram을 변화시키면서 자동 

채점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국내 자동 채점 연구 중 Kim(2019)는 

한국어 논설문의 형태소를 n-gram으로 추출하여 자동 채점에 적용하

였다. 이를 통해 n-gram이 자동 채점 모델에서 피처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논증 피처에 대한 n-gram을 활용하여 과학적 논증

에 대한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n-gram을 입력 

변수(피처)로 지닌 기계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논증 담화의 양상과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과학적 논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을 활용한 자동 채점을 수행하였다. 지도 학습을 

활용한 자동 채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데이터셋(data 

set)을 구성해야한다. 따라서 논증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개별 데이

터(sample, 샘플)로 하여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를 입력 변수(피처), 

논증 에피소드의 논증 수준을 출력 변수(label, 레이블)로 지닌 데이터

셋을 구성한 후, 자동 채점을 수행하였다.

자동 채점의 입력 변수(피처)인 논증 피처는 과학적 논증의 선행 

연구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논증 피처는 자동 채점

을 수행하기 위한 정량적 입력 변수로 활용되었다. 또한 논증 수준 

평가틀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과학적 논증 수준은 자동 채점의 

출력 변수(레이블)로 활용되었다. 이때, 논증 피처의 코딩과 논증 수

준의 평가는 구성된 평가틀에 기반하여 연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논증 발화의 자연어 처리와 데이터셋의 구성은 R과 

python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데이터셋은 지도 학습의 3가

지 알고리즘인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s, SVM), 의

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DT),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기법을 통하여 논증 수준에 대한 자동 채점 모델로 구성되었다. 이 

3가지 지도 학습 기법은 자동 채점의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법이다(Lee et al., 2018; Liu et al., 2016). 이와 같이 구성된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하여 자동 채점의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논

증 피처가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의사결

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하여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 담화

의 양상과 패턴을 탐색하였다. Figure 1는 본 연구의 과정을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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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ss flow chart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논증 담화 자료는 2018학년도 1∼2학기 동안 경기도 

Y시 B고등학교의 1, 2학년 학생 353명(남 208명, 여 145명)을 대상으

로 한 과학적 논증 수업에서 발생한 담화의 전사본이다. 2018학년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적 논증 수업은 8가지 과학적 논

증 주제에 대하여 총 22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과학적 논증 

주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 1학년 과학과 2009개정 교육과정 물리Ⅰ, 

화학Ⅰ, 지구과학Ⅰ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는 평균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논증 문항은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현직 과학교사인 박사 과정 1인과 석사 과정 5인, 그리고 연구 참여 

학교의 과학교사들의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주제

의 예시는 Table 3와 같다.

각 과학적 논증 주제는 3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었고, 논증 담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4∼5명의 학생을 소모둠으로 구성하여 수업

을 진행하였다. 1, 2차시 수업은 논증 문항에 대한 모둠의 결론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소모둠 구성원 간의 협력적 논증과정이 진행되

었다. 3차시 수업은 갤러리 토크로 소모둠 간의 논증이 진행되었다. 

갤러리 토크는 자신의 소모둠에서 도출된 결론을 다른 모둠과 공유하

는 과정으로 소모둠의 리더와 다른 소모둠에서 온 학생들 간의 논증

이다. 이와 같은 소모둠 간 논증이 전시회의 작품 설명 방식과 유사하

다는 측면에서 갤러리 토크라고 한다(Kim & Ryu, 2020). 이 과정에서 

소모둠의 결론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다른 학생에게 전달되었으며, 

다른 소모둠 학생과의 피드백과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과학적 논증 담화는 전체 수업시간동안 모든 소모둠을 대상으로 

360도 VR카메라를 통하여 기록되었다. 소모둠의 중심에 설치된 360

도 VR카메라의 녹화 자료는 모둠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018학년도의 

자료 수집결과, 총 1,167차시(1학기 516차시, 2학기 651차시)의 논증 

담화가 기록되었다.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과학적 논증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학년 학생 중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5개의 소모둠을 초점 집단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당 소모둠의 논증 담화 녹화본을 검토하여 

논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화학Ⅰ 분자 구조 주제의 1, 2번 문항을 

초점 주제로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논증 수업에서 발생한 총 2,603

개의 발화가 자동 채점의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2. 논증 피처와 논증 수준 평가틀의 구성

자동 채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 학습에 적합한 입력 변수(피

처)가 선정되어야 하며, 출력 변수(레이블)를 결정할 타당한 평가틀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계 학습에서 피처란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정량

적인 표현이며, 레이블은 결괏값에 대한 속성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

에서는 논증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소가 논증의 평

가 기준으로 활용되었는지 탐색한 후, 이를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동 채점에 적합한 논증 수준 평가틀을 개발하여 

자동 채점의 출력 변수(레이블)을 구성하였다(라벨링). 이 논증 피처

와 논증 수준은 각각의 평가틀을 기반으로 평가자 간의 협의 및 R, 

python을 통하여 코딩이 이루어졌으며, 이 코딩 결과는 자동 채점의 

입력 변수(피처)와 출력 변수(레이블)로 활용되었다. 다음은 논증 피

처와 논증 수준 평가틀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가. 논증 피처의 구성

본 연구는 단일 논증 요소, 논증 클러스터, 과학적 주제, 발화 형태

소의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를 구성한 후 개별 논증 발화에 코딩하여 

논증 피처의 빈도가 기록된 정량적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또한 논

증 과정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n-gram 변환을 발화 형태소를 제

외한 3가지 논증 피처 단위에 적용하였다. 이는 미시적 단위의 단일 

피처를 보다 거시적 단위인 n-gram 피처로 변환시킴으로써 논증 패턴

학년 과목 논증 주제 논증 문항

2018

학년도

1학년

통합 과학 영양제 성분 탐구

1. 우리 주변에서 철과 칼슘은 금속 상태이거나 이온결합화합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철분제 속의 철과 

칼슘제 속의 칼슘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보자. 

2. 위의 1번 문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해 보자.

3.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에는 합성 영양제과 천연 영양제이 있다. 두 비타민의 차이점을 조사해 

보고, 어떤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토론해 보자.

2018

학년도

2학년

화학 Ⅰ 분자 구조

1. 물과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비슷함에 불구하고 물의 끓는점은 100℃인 반면 암모니아는 –33.4℃이다. 

그 이유를 분자 구조와 연관 지어 설명해 보자.

2. 물이 굽은형이 아닌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연 현상 및 생활 속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3. 물이 굽은형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이 모형이 갖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 토론하시오.

Table 3. Examples of topics in the scientific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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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Table 4는 단일 피처와 n-gram 피처

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논증 피처 단위 단일 피처
n-gram 피처 

(2-gram, 3-gram)

단일 논증 요소 7 25, 124

논증 클러스터 12 83, 326

과학적 주제 21 182, 603

발화 형태소 1,752 -

Table 4. Argumentation feature units

이 4가지의 이를 통하여 구성된 논증 피처는 자동 채점의 입력 

변수(피처)의 역할을 한다. 논증 피처 중 단일 논증 요소, 과학적 주제

는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박사과정 1인 및 석사 과정 4인의 협의와 

평가틀을 통하여 코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논증 클러스터는 연구자

가 작성한 R 코드를 통하여 구성되었으며, 발화 형태소는 python 

‘KoNLpy’ 라이브러리의 ‘꼬꼬마(kkma)’ 형태소 분석기를 통하여 구

성되었다. 이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논증 요소

단일 논증 요소란 Toulmin(1958)의 논증패턴(TAP)을 바탕으로 재

구성한 논증 피처이다. Toulmin(1958)은 주장(claim), 자료(data), 보

장(warrant), 보강(backing), 반박(rebuttal), 한정어(qualifier)의 6가지

의 요소를 활용하여 논증을 분석하였으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Erduran, Simon & Osborne, 2004; Sampson & Clark, 

2008). 이에 TAP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TAP을 수정하여 논증을 분석하였다. TAP을 활용한 자동 채점의 선

행연구인 Lee & Ryu(2020)는 과학적 논증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주장, 자료, 정당화, 반박, 비논증의 5가지 논증 요소를 논증 자동 

채점에 적합한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Lee & Ryu(2020)의 코드를 단일 논증 요소로 활용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논증 수준 평가에 기계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연구 방법이므로, 기계 학습으로 논증 요소를 분류한 선행 연구

를 활용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

는 논증 수업에서 발생한 모든 학생의 발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 논증 담화가 아닌 일상적 대화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에 

교실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대화를 구분할 수 있는 비논증 요소를 포

함한 Lee & Ryu(2020)의 코드의 활용은 적절하다.

단일 논증 요소는 주장, 자료, 정당화, 반박, 비논증의 5가지 논증 

요소와 논증 에피소드에 포함된 논증 피처의 종류와 전체 발화 수로 

구성된다. 주장(claim, cla)이란 의견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을 위해 

공개적으로 제시된 발화로써 개인의 추측과 예측 또한 주장으로 분류

한다. 자료(data, dat)는 현상, 수치, 단어 등 과학적 사실을 언급, 확인

하는 발화를 의미한다. 정당화(justification, jus)란 자료와 주장, 자료

와 자료 사이를 연결하며 논증을 뒷받침하는 발화이다. 반박(rebuttal, 

reb)이란 다른 주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발화로서 반대 의견의 제시, 

예외적 자료의 제시, 추가적 정당화의 요구를 포함한다. 앞선 4가지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발화는 비논증(none, non)로 분류하였다(Lee 

& Ryu, 2020). 본 연구는 기존 5가지의 논증 요소에 논증 요소의 

종류(argcodeCount)와 논증 발화의 수(utrranceCount)를 추가하여 논

증 과정 중 논증 요소의 양적 측면을 표현하였다. Table 5는 단일 

논증 요소의 예시이다.

2) 논증 클러스터

논증 클러스터는 개별 화자의 발화를 기준으로 단일 논증 요소를 

통합한 논증 피처로, Erduran, Simon & Osborne(2004)은 클러스터를 

논증 평가의 기본 단위로 보았다. 예를 들어 한 명의 화자에게서 발생

한 개별 발화가 ‘자료’와 ‘주장’의 2개의 단일 논증 요소로 구성되었

을 때, 논증 클러스터는 ‘자료-주장’이 묶여 있는 하나의 논증 클러스

터로 표현되게 된다. 이때, 논증 클러스터는 학생 개인이 설명을 구성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논증 패턴(intrapersonal 

argumentation pattern)을 나타내는 논증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n-gram이나 자동 채점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 개인 간 논증 패턴

(interpersonal argumentation pattern)과는 차이가 있다.

Erduran, Simon & Osborne(2004)은 논증이 ‘주장-자료-보장’ 혹은 

‘주장-자료-반박’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 3가지의 논증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중 클러스터로 동일하게 분류한 후, 클러스터의 빈도를 

비교하여 논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장-자료-보장’과 

‘주장-자료-반박’은 서로 다른 구조를 지녔음에도, 논증 요소의 개수

라는 양적 측면만 고려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한 점은 실제 논증 과정

코드 정의 예시

주장 (cla) ⋅의견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을 위해 공개적으로 제시된 발화
⋅물의 끓는점이 높다. 

⋅결합각이 생기고 물이 굽은형이 된다.

자료 (dat)
⋅과학적 사실의 언급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재확인 및 수정

⋅물은 비공유 전자쌍 두 개를 갖고 있어.

⋅암모니아 극성 맞지?

정당화 (jus) ⋅자료와 주장, 자료와 자료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발화

⋅수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벡터를 계산했을 때. O가 더 크게 돼. 

⋅이렇게 빈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9% 더 높아.

반박 (reb) ⋅다른 학생의 주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발화
⋅근데 반발력하고 분자간 인력이 무슨 상관이지?

⋅근데 N이 더 크면 N이 끓는점이 더 높아야지.

비논증 (non)
⋅일상적 대화 혹은 논증 주제와 무관한 발화

⋅의사진행을 위한 발화

⋅미안한데 좀만 더 크게 말해줘.

⋅근데 어차피 분자 간의 결합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분자 구조랑 

관련해서 말하라잖아.

Table 5. Single argumentation code(Lee & Ryu,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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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속된 논증 요소 

자체를 개별의 피처로 정의하여 기존 클러스터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주장-자료-보장’과 ‘주장-자료-반박’을 별도의 피처로 구

성하여 자동 채점에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연속

된 논증 요소의 집합을 논증 클러스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논증 클러스터는 화자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생 발화를 검토하여 학생 발화의 대다수가 주장과 반박 요소

가 뒤에 위치한 미괄식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논증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조건 1. 동일 화자의 발화를 대상으로 논증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즉, 화자가 전환되는 경우 논증 클러스터가 분리된다. 

조건 2. 동일 화자의 발화에서 단일 논증 요소가 연속적으로 나타

나는 경우, 1개의 요소로 통합한다.

조건 3. 미괄식 발화를 기준으로 논증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즉, 

주장(cla)과 반박(reb)은 논증 클러스터의 마지막에 위치

한다.

이 논증 클러스터의 코딩은 단일 논증 요소와 화자라는 구체적인 

변수에 기반한 3가지 조건을 표현한 알고리즘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인간 평가자의 추가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코

딩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채점

에 적합한 코딩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 3가지의 조건을 2,603개의 

학생 발화에 적용하여 총 12개의 논증 클러스터를 도출하였다. 연구

의 서술 과정에서 논증 클러스터와 단일 논증 요소를 구분하기 위하

여 논증 클러스터 앞에는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c_’를 덧붙여 표기하

였다. 12가지의 논증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다. 

c_cla, c_dat, c_jus, c_reb, c_non, 

c_datcla, c_datjus, c_datreb, c_juscla, c_jusreb, 

c_datjuscla, c_datjusreb

Figure 2는 단일 논증 요소와 논증 클러스터의 코딩 과정을 나타내

는 예시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논증 발화는 단일 논증 

요소로 코딩이 이루진 후, 3가지 조건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으로 논증 

클러스터에 대한 코딩이 수행되었다.

 

Figure 2. Example of single argumentation code 

and argumentation cluster

3) 과학적 주제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논증 발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TAP

은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논증 요소만으로는 논증의 실제 

모습을 나타낼 수 없음으로, 추가적인 논증 요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과학적 주제와 발화 형태소를 자동 채점의 논증 피처로 추가하

였다.

과학적 주제는 학생의 논증 과정에서 사용된 과학 개념들을 표현한

다. 예를 들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이다.”

라는 발화에는 ‘쌍극자 모멘트’와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2가지의 과

학적 주제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과학적 주제의 빈도와 패턴은 과

학적 논증 담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Nam et al.(2008)은 논의를 강조한 탐구적 과학 글쓰

기(science writing heuristic, SWH)의 평가를 위하여 Big Idea와 과학

개념 이해가 포함된 평가틀을 활용하여 논증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다. Sampson, Enderle & Walker(2012)가 개발

한 교실 속 과학적 논증 평가(assessment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the classroom, ASAC)는 개념적 요소, 인지적 요소 등 4가지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개념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과학적 주제나 

문제에 대해 추론할 때 이론, 법칙과 같은 개념 구조와 인지 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논증 과정 중 과학적 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논증 담화 전사본과 2009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교과서를 참고

하여 과학적 주제에 대한 19개의 논증 피처를 구성하였다. 과학적 

주제의 예시로는 수소 결합(t1), 분자 간 상호작용(t3), 끓는점(t19) 

등이 있다. 또한 과학적 주제 차원의 피처에 논증 에피소드에서 사용

된 과학적 주제의 빈도 수(topicCount)와 종류(topiccodeCount)를 포

함하여 과학적 개념 활용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결과, 

과학적 주제는 총 21가지의 단일 피처로 구성되었다. 

4) 발화 형태소

발화 형태소란 학생의 논증 발화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한 토큰

(token)을 의미한다. 토큰이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기본 단

위로써, 논증 발화를 토큰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morpheme analysis)을 수행해야 한다. 형태소 분석이란 발화와 같은 

말뭉치를 언어의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e.g., 명사, 조사 등)로 분리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논증 발화의 형태소를 논증 피처로 변환하는 

과정은 과학적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의 선행 연구인 Lee & 

Ryu(2020)의 자연어 처리 과정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비정형 데이터인 발화를 정형 데이터인 형태소로 표현하기 위하여 

python의 ‘KoNLPy’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꼬꼬마(kkma)’ 형태소 분

석기를 사용하였다. ‘꼬꼬마(kkma)’ 형태소 분석기는 텍스트 마이닝

의 선행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Park & Cho, 2014). 2,603개의 학생 발화를 

형태소 분석기에 적용한 후, 분석 결과를 연구자가 검토하여 부정확

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또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소(e.g., 조사: ‘이/jks’, ‘가/jks’)와 같이 논증 수준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형태소가 분석 결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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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논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소는 불용어(stopword)로 제거

하여야 한다. 불용어란 발화 데이터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어휘를 의미한다(Kil, 

2018). 이에 Kil(2018)이 제안한 한국어 불용어 목록을 참고하여 논증

의 자동 채점에 불필요한 형태소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1,752개의 형태소가 발화 형태소의 논증 피처로 구성

되었다. 이를 자동 채점에 적용하기 위하여 R의 ‘tm’ 패키지를 통해 

학생 발화에 대한 발화 형태소의 빈도를 데이터셋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나. 논증 수준 평가

본 연구는 논증 에피소드(argumentation episode)를 대상으로 논증 

수준 평가틀을 활용하여 논증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 논증 수준 평가

틀은 선행 연구의 논증 평가 과정을 추가로 검토하여 자동 채점에 

적합한 형태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2,603개의 학생 발화

는 216개의 논증 에피소드로 병합되었으며, 각 에피소드는 논증 수준 

평가틀을 통하여 논증 수준이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구성된 논증 

에피소드는 자동 채점의 개별 데이터(샘플)로 활용되었으며, 논증 수

준은 출력 변수(레이블)로 활용되었다.

1) 논증 에피소드

논증 에피소드란 다른 사람들과 사건, 현상,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주장, 설득 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인지적 요소뿐만 아

니라 인식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Grooms, 

Sampson & Enderle, 2018). 논증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개별 발화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논증의 범위를 제

한하거나 특정 논증 요소만을 강조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

식이 된다. 

Osborne, Erduran & Simon(2004)은 TAP의 논증 요소로 코딩된 

학생 발화 간의 관계를 에피소드로 표현하여 학생의 참여도와 논증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Clack & Sampson(2008)은 온라인 논증에

서 하나의 주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코멘트의 집합을 에피소드로 정의

한 후, 에피소드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정도와 개별 코멘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Grooms, Sampson & Enderle(2018)은 하

나의 과제를 완성하는 동안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담론을 논증 에

피소드로 정의한 후, 논증 구조와 상호작용의 질을 분석하였다. 

Maeng, Park & Kim(2013)은 담화 레지스터(discourse register)로 정

의된 에피소드 단위를 활용하여 논증을 분석하였다. 담화 레지스터란 

논증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맥락에서 논의 내용, 논리 관계, 상호관계

적(interpersonal) 특성이 포함된 의미 체계이다. 

본 연구는 단일 논증 요소와 화자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변수를 

활용하여 논증 에피소드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논증 담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비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화자나 과학적 주제

가 변화하는 경우 등을 논증 에피소드의 구성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변수를 기준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정량

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계 학습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기준

을 2,603개의 논증 발화에 적용한 결과, 총 216개의 논증 에피소드가 

구성되었다. 

2) 논증 수준 평가틀

과학적 논증 수준은 논증의 구조, 내용, 정당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

로 평가되어 왔다(Sampson & Clack,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당

화와 반박을 과학적 논증 수준의 주요 평가 준거로 설정하였다. 또한 

논증 수준의 평가 과정에서 논증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 

기존 아이디어의 개선과 같은 요인을 평가틀에 포함하여 넓은 범주로 

논증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TAP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논증 요소의 유무와 논증 요소로 

표현된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논증 수준을 평가하였다. Erduran, 

Simon & Osborne(2004)은 정당화와 반박을 중심으로 한 5단계의 

논증 수준 평가 분석틀을 구성하여 논증의 질을 평가하였다. 또한 

Clack & Sampson(2008)은 담화의 이동, 근거의 수준, 개념적 수준의 

측면에서 개별 발화를 코딩한 후, 반증의 수준에 따라 논증 수준을 

평가하였다. Osborne et al.(2016)은 주장, 증거, 보장의 3가지 논증 

요소를 활용하여 논증의 학습발달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논증 평가틀

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Shin & Kim(2012)은 TAP 요소 중 

반박과 정당화의 빈도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논증 

수준을 평가하였다. TAP을 직접적인 평가 요소로 사용하지 않은 

Zohar & Nemet(2002)은 학생의 글쓰기 논증에서 나타난 정당화의 

수에 기초하여 논증의 발달을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자동 채점에 적합한 논증 수준 평가

틀을 구성하였다(Table 6). 구성된 논증 수준 평가틀의 신뢰도를 검증

하고자 40개의 논증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과학적 논증을 연구하는 

석사 과정 2인의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평가자간 합의를 통하여 평가

틀이 개선되었다. 최종적으로 0.81 이상의 평가자간 일치도(kappa)를 

얻음으로써 논증 수준 평가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수준 설명

0
⋅논증 주제와 관계없는 일상적 대화

⋅논증의 진행을 위한 대화

1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

⋅주장과 자료만으로 구성되어있는 논증 발화

⋅주장과 자료만으로 구성된 상호작용으로, 아이디어의 개선과 정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증 담화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당화가 포함되어있는 논증 발화

⋅주장, 자료와 정당화가 활용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나, 아이디어

의 개선이나 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증 담화

⋅반박이 이루어졌으나, 아이디어의 개선이나 정교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논증 담화

3

⋅주장, 자료와 정당화가 활용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 아이디

어의 개선, 아이디어의 정교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논

증 담화

⋅반박을 통하여, 기존 아이디어의 개선이나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논증 담화

Table 6. Rubric of argumentation levels

구성된 논증 수준 평가틀과 평가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논증 에피

소드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이 결과, 216개의 논증 에피소드는 

0수준 39개, 1수준 39개, 2수준 106개, 3수준 32개로 평가가 이루어졌

다. 4가지 수준 중 2수준의 논증 에피소드가 가장 많은 이유는 3차시

의 갤러리 토의에서 정당화 요소가 포함된 체계적인 논증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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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 기계 학습 수행을 위한 전처리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증 담화를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해야 한다. 학생 발화와 같은 원시 데이터(raw 

data)를 가공하여 기계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데이

터 전처리라고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

의 데이터셋은 여러 개의 개별 데이터(샘플)에 대한 입력 변수(피처)

와 출력 변수(레이블)로 구성된 행렬 구조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활

용된 데이터셋은 논증 에피소드를 개별 데이터(샘플),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를 입력 변수(피처), 그리고 논증 에피소드의 논증 수준을 

출력 변수(레이블)로 갖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발화를 

대상으로 코딩이 이루어진 논증 피처의 빈도를 데이터셋에 기록하였

다. 그리고 개별 발화를 병합한 논증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논증 수준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코딩 결과와 평가 결과는 자동 채점에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데이터셋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되었다. 데이터 전처리와 자동 채점의 전체적인 과정은 

R 3.6.0, R studio 1.2.1335에서 진행되었으며, ‘KoNLPy’ 라이브러리

를 통한 논증 발화의 형태소 분리는 Python 3.7.3, Jupyter Notebook 

6.0.0으로 수행되었다. 

가. 발화에 대한 논증 피처 코딩 및 n-gram 변환

앞서 정의한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를 개별 발화에 코딩하여 자동 

채점 데이터셋의 입력 변수(피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코딩이 이루

어진 논증 피처의 단일 피처를 n-gram 피처(2-gram, 3-gram)로 변환

하였다. 단순한 형태로 패턴을 나타내는 n-gram은 자동 채점의 성능

을 개선하는 입력 변수(피처)가 될 뿐만 아니라, 구성된 모델을 활용

하여 논증 담화의 패턴을 분석하는 피처로 활용될 수 있다. n-gram 

변환은 3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단일 논증 요소, 논증 클러스터, 과학

적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R 코드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n-gram 피처를 단일 피처와 구

분하기 위하여 단일 피처 사이에 ‘-’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주장

(cla), 반박(reb), 자료(dat)’의 연속된 단일 논증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2-gram은 ‘cla-reb, reb-dat’, 3-gram은 ‘cla-reb-dat’로 변환된다. 이를 

통하여 개별 발화에 대한 논증 피처가 정량적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나. 논증 에피소드로 병합

개별 발화를 대상으로 코딩된 논증 피처의 정량적 데이터는 논증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병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논증 수준의 평가

가 논증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동 채점의 데이터셋

도 논증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igure 3과 

같이 논증 에피소드가 여러 개의 발화로 구성되는 경우, 각 발화의 

논증 피처는 하나의 논증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병합된다. 논증 에피

소드의 병합 과정은 연구자가 작성한 R 코드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논증 에피소드와 논증 피처를 행과 열로 지닌 데이터셋

이 구성되었다. 즉, 개별 데이터로 논증 에피소드를 지니며, 입력 변수

(피처)로 논증 피처를 지닌 데이터셋이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지도 

학습을 활용한 자동 채점의 데이터셋은 개별 데이터에 대한 출력 변

수(레이블)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증 에피소드의 수준이 

자동 채점의 출력 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논증 에피소드와 

논증 피처로 구성된 데이터셋에 논증 수준의 평가 결과를 추가하여 

최종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다. 에피소드-피처 매트릭스(EFM)의 구성

본 연구는 논증 에피소드와 논증 피처로 구성된 데이터셋에 논증 

수준의 평가 결과를 추가하여 구성된 데이터셋을 에피소드-피처 매트

릭스(episode feature matrix, EFM)로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Figure 

4와 같이 데이터셋의 기본적인 형태가 논증 에피소드와 논증 피처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EFM은 216개의 논증 에피소드를 행으로 지녔

으며, 0∼3수준의 논증 수준과 논증 피처를 열로 지닌 행렬의 구조를 

갖는다. 

Figure 4. Composition of EFM

또한 어떠한 논증 피처가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하는지를 탐색하

고자, 피처 단위를 조합하여 11개의 EFM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최종

적으로 구성된 11개의 EFM으로 자동 채점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논

증 피처에 따른 자동 채점의 성능과 모델의 패턴을 탐색하였다. 각 

EFM의 논증 피처 구성은 Table 7와 같다. 

Figure 3. Examples of conversions into argumentation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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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M

단일 논증 요소 논증 클러스터 과학적 주제
발화 

형태소단일 

피처

n-gram 

피처

단일 

피처

n-gram 

피처

단일 

피처

n-gram 

피처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Table 7. Argumentation features component of EFM

4. 자동 채점 수행

이와 같이 구성된 11개의 EFM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총 33가지의 자동 채점 모델을 생성

하고 평가하였다. 이 3가지의 지도 학습 기법은 국내외의 자동 채점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Liu et 

al., 2016; Ha et al., 2019). 예를 들어 과학 논의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c-rater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을 기반으로 한 자동 채점 모델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Liu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R의 ‘e1071’, ‘rpart’, ‘randomForest’ 패키지

를 활용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자동 채점에 적용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자동 채점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가. 데이터 분할

채점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였다. 분할된 훈련 데이터로 자동 모델을 생

성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overfitting)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216개의 논증 에피소드 중 80%는 훈련 데이터로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였다. 이 과정은 R ‘carte’ 패키지의 

createDataPartition() 함수로 수행되었다. 또한 데이터 분할 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분류된 에피소드는 33가지의 

자동 채점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분류된 논증 에피소드의 수는 

Table 8과 같다.

0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훈련 데이터 32 32 85 26

테스트 데이터 7 7 21 6

Table 8. Data splitting of argumentation episodes

나. 기계 학습 파라미터 설정

자동 채점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계 학습 

과정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다. 또한 하이퍼 파라

미터를 찾는 과정은 훈련 데이터의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하

여 진행되므로, 이는 과적합을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된다. 

이에 각 머신 러닝기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margin)을 최대로 만드는 경계면으로 데

이터를 분류하는 기계 학습 기법이다. R의 ‘e1071’ 패키지를 활용하

여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cost, gamma 그리고 

커널 함수라는 3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한다. cost는 데

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차의 범위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며, gamma는 하나의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하

이퍼 파라미터이다. 커널 함수란 커널 트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

되는 계산 기법을 의미한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

해서 ‘e1071’ 패키지의 tune.svm()함수를 활용하였다. tune.svm()함수

는 cost, gamma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주는 함수이다. 이렇게 구해진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계 학습에 적용

하여 자동 채점 모델을 구성하였다.

의사결정 나무는 하향식 이진 분류를 통하여 데이터를 나누는 기법

이다. 의사결정 나무를 통하여 트리(tree) 모형이 얻어지며, 연구자는 

트리 모형을 해석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피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의사 결정나무에서 하이

퍼 파라미터는 트리의 깊이(maxdepth), 노드의 최소 데이터 수

(minsplit)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 채점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rpart’ 패키지의 기본값(default)을 사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는 많은 의사결정 나무의 앙상블(ensemble)로 얻어

진 결과를 통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트리의 깊이와 최소 데이터 수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나 생성할 의사

결정 나무의 수(ntree)와 각 마디에서 선택하는 특징개수(mtry)를 결

정해야한다. ntree는 ‘ramdomForest’ 패키지의 기본값인 500으로 설

정하였으며, mtry는 Breiman(2001)이 제시한  (p는 훈련 데이터의 

특징 개수)를 따랐다.

다. 자동 채점 수행

자동 채점 모델을 최적화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계 학습에 적용

한 후, 175개의 논증 에피소드(훈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채점 

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자동 채점 모델의 성능은 41개의 논증 

에피소드(테스트 데이터)에 적용되어 평가되었다. 이 자동 채점 모델

의 예측 결과는 ‘carte’ 패키지의 confusionMatrix() 함수를 통하여 

혼돈 매트릭스(confusion matrix)로 표현되었다. 혼돈 매트릭스란 실

제 값과 예측 값에 대한 참과 거짓의 행렬로서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혼돈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정확도

(accuracy), kappa,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쉽게 

나타낼 수 있다. Figure 5는 혼돈 매트릭스로 각 성능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정확도란 올바르게 예측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의 수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

도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216개의 모든 논증 

에피소드를 2수준으로 예측하는 경우 49.07%의 정확도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각 논증 수준에 따른 에피소드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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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능 평가의 문제점이다. 이처럼 불균일한 

데이터로 인하여 정확도와 재현율만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

우, f1-score가 활용된다. f1-score란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화 평균한 

값으로 기계 학습의 성능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밀도, 

재현율, f1-score의 값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계 학습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ure 5. Evaluation metrics for machine learning model

본 연구의 자동 채점은 논증 에피소드의 수준을 0∼3수준의 4가지 

클래스(class)로 분류하는 다항 분류(multiclass classification)이다. 다

항 분류 모델의 성능은 각 클래스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산출한 후, 

각 성능의 평균(macro average)을 계산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Tsoumakas & Vlahavas,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논증 수준에 

따른 성능을 개별적으로 산출한 후, 4가지 수준에 대한 성능을 평균하

여 자동 채점 모델의 전체적인 성능을 나타내었다.

5.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한 논증 패턴 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과 달리,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의 기계 

학습 모델은 어떠한 피처가 모델의 예측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모델과 피처 사이의 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내용학적 지식을 토대로 기계 학습의 결과를 유의

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에 11개의 EFM에 포함된 216개의 모든 

논증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의 자동 

채점 모델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데이터를 분할하지 않고 216개의 

모든 논증 에피소드를 훈련 데이터로 활용한 이유는 보다 많은 데이

터가 활용된 자동 채점 모델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의사결정나무 모델은 R의 ‘rpart.plot’ 패키지를 사용하여 트리 모

형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하여 뿌리 노트와 노드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논증 피처가 논증의 자동 채점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해석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여러 의사결정 나무의 앙상블을 통하여 예측이 수행되므로, 의사 결

정나무보다 모델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

트에서 특성 중요도 지수(variable of importance index)를 나타내는 

MDG(mean decrease gini)값을 활용하여 피처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큰 MDG값을 지닌 피처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의 특성 중요도 

지수는 ‘ramdomForest’ 패키지의 varImpPlot() 과 importance() 함수

를 통하여 표현되었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최대 85.37%, 평균 77.59%의 자동 채점 정확도를 

얻었다. 또한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하여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 양상 

및 패턴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실제 논증 담화와 비교하여 

서술되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채점

앞에서 서술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33가지의 논증 자동 채점 모델

과 그 성능을 얻었다. Figure 6은 33가지 자동 채점 모델의 정확도, 

kappa와 f1-score를 나타낸 그림이다. SVM, DT, RF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의미하며, 그래프의 점선

은 33가지 자동 채점 모델의 정확도, kappa, f1-score에 대한 평균값이

Figure 6. Performances of 33 types automated sco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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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Table 9는 각각의 EFM을 기준으로 3가지 자동 채점 모델의 

성능을 평균한 값으로, Table 9을 통하여 각 EFM에 따른 자동 채점의 

성능을 논할 수 있다.

다만 EFM 2의 의사결정 나무에서 3수준의 논증 에피소드를 제대

로 예측하지 못하여 f1-score가 계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자동 채점에 활용된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

단된다. 더 많은 논증 담화를 활용하여 자동 채점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가. 자동 채점 성능의 개괄

33가지 자동 채점 모델의 정확도는 최대 85.37%(EFM 5의 SVM, 

EFM 7의 DT), 최소 63.41%(EFM 10의 RF), 평균 77.59% 이다. 2가

지 자동 채점 모델이 동일한 최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나, kappa와 

f1-score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EFM 5와 서포트 벡터 머신(SVM)

을 활용한 자동 채점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진행된 과학적 논증 담화를 대상으로 한 자

동 채점 선행 연구의 평균 정확도가 51.51%(Lee et al., 2018), 

55.93%(Lee & Ryu, 2020)인 점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개선된 값이

다. 또한 국내의 자동 채점 초기 연구(KICE, 2006)의 정확 일치도

(exact agreement)가 평균 68.23%인 점과 비교한다면, 과학적 논증 

담화에 대한 자동 채점 연구의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는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kappa를 활용하여 자동 채점

의 성능을 해석하면, 33가지 중 25가지 자동 채점의 결과가 상당한

(substantial) 일치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와 논증 수준 평가틀을 활용한 자동 채점은 충분히 

타당하고,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어서 각 데이터셋

(EFM)에 대한 채점 성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논증 피처가 

자동 채점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EFM 1 자동 채점의 성능

EFM 1의 자동 채점 성능으로 TAP을 바탕으로 구성된 단일 논증 

요소와 논증 수준 평가틀이 자동 채점에 효과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논증 수준 평가틀은 단일 논증 요소인 정당화와 반박을 주요 

준거로 구성되었으며, EFM 1은 단일 논증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EFM 1을 활용한 자동 채점의 정확도는 78.05%(SVM), 80.49%(DT), 

80.49%(RF)이다. 11가지의 EFM 중 EFM 1은 4번째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kappa로 비교하는 경우 3번째로 높은 성능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논증 수준 평가틀

과 TAP을 바탕으로 구성된 단일 논증 요소만으로도 논증 수준에 대

한 자동 채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EFM 1을 활용한 자동 채점 성능이 효과적이나, 보다 개선

된 성능의 자동 채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증 피처를 자동 

채점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해야한다. 다양한 논증 피처를 활용

하여 자동 채점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EFM 5 자동 채점의 성능

11가지의 EFM 중 EFM 5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EFM 

5는 단일 논증 요소뿐만 아니라 논증 클러스터, 그리고 논증 클러스터

의 n-gram 피처를 입력 변수로 지닌 데이터셋이다. 즉, EFM 5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개인적 논증 패턴을 표현하는 논증 클

러스터가 논증 자동 채점의 효과적인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EFM 5의 평균 정확도는 82.11%이고, 평균 kappa값은 0.7237이

다. 이는 앞선 다룬 EFM 1보다 정확도가 2.44%, kappa값이 0.0324 

높은 값이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하여 단순한 TAP의 요소로 전체적인 

논증 수준을 평가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 과정을 표현하는 논증 클러스터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증 평가 연구에서 논증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EFM 5의 결과를 통하여 논증 패턴을 표현하는 n-gram 피처

가 자동 채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논증 피처 단위(단일 논증 요소, 논증 클러스터)를 사용하였으

나 논증 피처의 빈도(단일 피처)만을 고려한 EFM 4보다 n-gram 피처

가 포함된 EFM 5의 성능이 좋았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

는 앞으로의 자동 채점 연구가 단순히 논증 요소의 빈도만을 고려하

는 채점 모델을 구성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의 패턴을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n-gram을 활용하는 것은 논

증 패턴을 고려함으로써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EFM 정확도 (%) kappa 0수준 f1-score 1수준 f1-score 2수준 f1-score 3수준 f1-score

1 79.67 0.6913 0.8851 0.6263 0.8253 0.7692 

2 74.80 0.6059 0.8885 0.6222 0.8185 -

3 79.67 0.6884 0.9077 0.6421 0.8280 0.7211 

4 81.30 0.7158 0.8851 0.6944 0.8412 0.7564 

5 82.11 0.7237 0.8694 0.7707 0.8523 0.6453 

6 77.05 0.6207 0.8519 0.6092 0.8411 0.3723 

7 80.49 0.6880 0.9487 0.6453 0.8384 0.6556 

8 73.98 0.5771 0.9231 0.5390 0.7794 0.5485 

9 76.42 0.6287 0.8409 0.4091 0.8204 0.5724 

10 71.54 0.5461 0.7328 0.5265 0.8077 0.4167 

11 76.42 0.6292 0.8635 0.5390 0.8192 0.6485 

평균 77.59 0.6468 0.8724 0.6022 0.8247 0.6106 

Table 9. Automated scoring model’s performances by 11 types E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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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논증 패턴을 토대로 논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

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논증 수업을 교실에 

정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n-gram

을 활용한 논증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라. EFM 8, EFM 10 자동 채점의 성능

EFM 8과 EFM 10의 결과로 과학적 주제와 발화 형태소가 논증 

자동 채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EFM 8은 입력 

변수가 과학적 주제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며, EFM 10은 입력 

변수가 발화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다. 즉, 2가지 EFM은 

논증 수준 평가틀의 준거(정당화, 반박)와 관련된 논증 피처가 포함되

지 않았다. 그럼에도 EFM 8과 EFM 10은 3가지 기법 평균 73.98%과 

71.54%의 정확도와 0.5771, 0.5461의 kappa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는 11개의 EFM 중 낮은 수치이지만, 기존 한국어 과학적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정확도이다.

EFM 8의 결과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0수준에 대한 f1-score값이 

0.9231으로 11개의 EFM 중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자동 채점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과학적 주제가 

매우 좋은 자동 채점의 피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자동 채점에서 과학적 주제를 활용하여 0수준을 가장 먼

저 평가한 후 1∼3수준의 논증을 평가한다면, 높은 수준으로 오분류

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채점의 성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EFM 8과 EFM 10의 부족한 성능은 단일 논증 요소를 자동 

채점 모델의 입력 변수(피처)로 추가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는 EFM 

8에 단일 논증 요소를 추가한 EFM 7이 6.51%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

으며, EFM 10에 단일 논증 요소를 추가한 EFM 9이 4.88% 높은 정확

도를 나타냈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양한 논증 피처를 입력 변수로 활용하며 채점 과정의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면, 더욱 향상된 자동 채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한 논증 패턴 분석

이번 절에서는 216개의 모든 논증 에피소드로 구성된 자동 채점 

모델(의사결정 나무의 트리 모형, 랜덤 포레스트의 특성 중요도 지수)

을 활용하여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 담화의 양상과 패턴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논증 수준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논증 과정 중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어야하며, 논증이 주장, 자료, 정당화의 체계적인 구성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학적 주제에 대한 

패턴을 통하여 논증 담화의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학생 발화와 비교되어 서술되었으며, 본

문에 제시된 학생의 발화는 논증 에피소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동 채점 모델의 해석 방법은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논증

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 EFM 3 자동 채점 모델의 분석

EFM 3의 자동 채점 모델을 통하여 논증 과정 중 정당화만이 아니

라 자료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논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FM 3는 단일 논증 요소의 단일 피처와 n-gram 피처가 

입력 변수로 구성되어있는 데이터셋으로, Figure 7과 Figure 8은 EFM 

3의 트리 모형과 특성 중요도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트리 모형의 

최종 노드(leaf node)인 Lv0∼Lv3는 각각 0수준∼3수준의 논증 수준

을 의미한다.

Figure 7. Tree of EFM 3

Figure 8. Variable of importance index of EFM 3

논증 에피소드에 포함된 정당화의 수(‘jutCount’)는 트리 모형의 

뿌리 노드이며, 가장 높은 특성 중요도 지수를 갖는다. 즉, EFM 3 

데이터셋에서 정당화의 유무가 논증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트리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자면, 정

당화가 포함되지 않은 논증은 0수준과 1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나, 

정당화가 포함되는 경우 2수준과 3수준의 논증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EFM 3의 트리는 정당화와 반박이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논증은 3수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자료의 수를 나타내는 9번 노드(‘datCount < 3’)가 2수준과 3수

준의 논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논증의 구성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의 활용이 중

요하다는 선행 연구로 뒷받침된다(McNeill & Krajcik, 2007). 논증 

에피소드 211번은 과학적 논증에서 자료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예시

이다. 논증 에피소드 211번(Table 10)의 경우, 반박, 주장, 정당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음에도 자료에 대한 상호작용이 뒷받침되

지 않아 논증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즉, sg3_C의 주장과 sg3_D의 반

박에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증이 진행

되지 못하고 sg3_B의 발화로 논증 담화가 마무리되었다. 만일 논증 

과정에 과학적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면, 더욱 발달된 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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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을 것이다.

화자 발화 코드

sg3_C 표면장력이 물에 뜨는 그 힘이야. cla

sg3_A 그치. non

sg3_D 뜨는 힘이야? reb

sg3_A 이름부터가 표면장력이잖아. jus

sg3_D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표면장력은 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였거든.
non

sg3_D
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살짝 위로 

올라와서까지 가능하잖아. 이게 표면장력 아니었어?
jus

sg3_A 그것도 표면장력이지. jus

sg3_D 에? non

sg3_B 나중에 얘기하고. non

Table 10. Transcription of argumentation episode No.211

그러나 EFM 3는 정당화, 반박 등의 단일 논증 요소로 구성된 데이

터셋으로, 입력 변수 중 일부가 논증 수준 평가틀의 평가 준거와 동일

하다. 즉, 논증 수준 평가틀의 준거가 EFM 3의 트리 모형과 특성 

중요도에 직접적인 변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화와 

반박 요소 이외에 다른 논증 피처가 자동 채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일 논증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

터셋(EFM 6, EFM 8)을 활용하여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의 양상과 

패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나. EFM 6 자동 채점 모델의 분석

EFM 6로 얻어진 자동 채점 모델을 통하여 논증 수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주장, 자료와 정당화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EFM 3의 결과와 같이, 논증 과정 중 자료에 대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EFM 6는 논증 클러스터의 

단일 피처와 n-gram 피처를 입력 변수로 지닌 데이터셋이다. 논증 

클러스터는 화자를 중심으로 연속된 단일 논증 요소를 표현하여, 논

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논증 패턴을 나타내는 논증 피처이다. 

Figure 9과 Figure 10는 EFM 6의 자동 채점 모델을 통하여 얻어진 

트리 모형과 특성 중요도 지수이다.

Figure 9. Tree of EFM 6

Figure 10. Variable of importance index of EFM 6

가장 먼저 정당화(jus)에 대한 노드와 특성 중요도 지수의 순서가 

‘c_datjuscla’, ‘c_juscla’, ‘c_jus’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_datjuscla’은 자료, 정당화, 주장으로 구성된 논증 발화이며, 

‘c_juscla’은 정당화와 주장으로 구성된 논증 발화, ‘c_jus’는 정당화

로만 구성된 논증 발화를 의미한다. 정당화를 의미하는 3가지 논증 

피처 중 ‘c_datjuscla’이 가장 주요한 피처로 도출된 점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적 논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화와 자료, 주장 사

이의 연결과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논증 과정에서 

단순한 형태의 정당화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에 

정당화와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는 것이 좋은 논증이 구성된다는 사실

을 자동 채점 모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장-증거-추

론이 연결된 논증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논한 선행 연구(Osborne et 

al., 2016)는 ‘c_datjuscla’이 가장 높은 특성 중요도를 갖는 것이 타당

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논증 수준 발달을 위해서

는 주장, 정당화, 자료 등의 개별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논증

을 구성하는 방식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할 수 있다. 

논증 에피소드 118번(Table 11)은 단순한 형태의 정당화로 논증이 

발달하지 못하여 아이디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시이며, 논증 

에피소드 103번(Table 12)은 자료-정당화-주장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논증 에피소드이다. 논증 에피소드 103번은 자료, 정당화, 

주장이 구조화된 논증 발화로부터 높은 수준을 지닌 논증 에피소드가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시이다.

화자 발화 코드

sg6_D
아 그 뭐지, 분자량이 같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

록 분자 간 인력이 크다?
c_dat

sg6_C 비공유전자쌍이 많으면 그 반발력이 더 쎄서 더 이렇게. c_jus

sg6_D 반발력이 쎄면... c_non

sg6_C 근데 반발력이 쎄고 그려면. c_non

sg6_D 반발력이 쎄면 더 쎈 전하를 띄나? c_dat

sg6_A 아 기억이 안나. c_non

Table 11. Transcription of argumentation episode No.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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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발화 코드

sg4_J

우리도 이제 암모니아가 전자쌍이 한 개고, 어, 물이 

비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이제 2개면은 많이 수소결

합을 한 단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인력이 세지니까 

서로 간의 인력이 더 세지니까, 인력이 더 세지면은 

끓는점이 높아져. 물이 암모니아보다 끓는점이.

c_datjuscla

sg4_D

근데 이제, 수소결합을 하는 방식이 비공유전자쌍이

랑 수소랑 붙는 거야? 약간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

래서 2개가 생기는 거야? 물에서는? 2개가 붙고 암모

니아는 하나만?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고 두개니까?

c_reb

sg4_J

우리는 전기음성도가 FON순으로 크니까, O가 H보

다, 아니 O가 H를 끌어당기는 힘이 N보다 더 커서 

전기음성도차이가 더 크니까.

c_jus

sg4_D 약간 우리랑 비슷하네. c_non

Table 12. Transcription of argumentation episode No.103

두 번째로 비논증(non) 피처에 대한 분석이다. 트리의 뿌리 노드와 

특성 중요도의 상위 2가지 피처는 모두 비논증으로 구성되어있다. 

1번 노드인 ‘c_non-non-non’은 비논증으로 구성된 3-gram으로,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화자 사이에서 반복적인 비논증이 일어났음을 의미

한다. 즉, 학생 사이의 과학적 논증 문항과 관련되지 않은 일상적 대화

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논증이 반복된 논증 에피소

드는 0수준의 논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2번 노드(‘c_reb < 

1’)를 통하여 비논증이 많음에도 반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3수준의 

논증 에피소드로 자동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16개

의 논증 에피소드를 검토한 결과, 7개의 에피소드에서 위와 같은 경우

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7개의 논증 에피소드를 살펴본 결과, 

전체 논증 에피소드의 발화수는 평균 12.05개이나, 7개의 에피소드는 

평균 43.71개의 발화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른 에피

소드에 비하여 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논증 담화 속에 자연스럽게 

비논증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동 채점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력 변수(피처)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22개의 발화로 구성되어있는 논증 에피소드 15번

(Table 13)은 3수준의 논증이 많은 수의 발화로 구성되어있을 때, 다

수의 비논증 요소가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이다.

화자 발화 코드

sg2_D 두 번째로. c_non

sg2_E 한 번에 해? c_non

sg2_D 한 번에 해? c_non

sg2_E 아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알지? c_non

sg2_E

그러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되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봐봐, 비공유 전자쌍이 물은 이렇게 두 개고, 암모

니아는 한 개잖아. 그러면 많이 붙어있는 게 떼기 쉽

겠어, 적게 붙어있는 게 떼기 쉽겠어?

c_datcla

sg2_D 음, 그건 약간 오해야. c_reb

sg2_E 그건 오해야? c_non

sg2_D
물은 그렇게 따지면 4개를 결합할 수 있어 수소결합. 

총 4개를 가질 수 있어. 
c_dat

sg2_E 근데 안하잖아. c_reb

sg2_D
해, 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스트잇 하나 남은거 

어디다 뒀니?
c_non

sg2_E 그냥 말로 해. c_non

sg2_D

그냥 말로 할게. 이러면 물 분자 하나에 총 4개가 붙을 

수 있잖아. 이건 이해 할 수 있지? 암모니아도 그렇게 

따지면 4개가 붙을 수 있단 말이야 니가 말한 대로 

하면. 뭔 차이지 그러면?

c_datjusreb

Table 13. Transcription of argumentation episode No.15

마지막으로 논증 클러스터의 n-gram 피처 중 높은 특성 중요도 

지수를 갖는 ‘c_dat-dat’를 살펴보고자 한다. ‘c_dat-dat’의 특성 중요

도 지수를 통하여 모둠원간의 과학적 지식의 공유 및 과학적 지식에 

대한 물음과 같은 자료에 대한 활발한 논증이 논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FM 3에서 논한 자료의 중요성

과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c_dat-dat’란 2명의 화자가 연속하여 자료

에 대한 논증을 진행하는 패턴으로, 409개의 논증 클러스터 n-gram 

피처 중 ‘c_dat-dat’는 3번째로 높은 특성 중요도 지수를 나타낸다. 

또한 ‘c_dat-dat’을 1회 이상 지닌 논증 에피소드는 45개이며, 이들의 

평균 논증 수준은 1.93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사실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이 활발할수록 높은 

수준의 논증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논할 수 있다. 논증 에피소드 38번

(Table 14)은 모둠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서 자료에 대한 활발한 논증

이 아이디어의 발달을 이끄는 예시이다.

화자 발화 코드

sg3_A

저번에 했던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얘네가 비공

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잖아. 근데 NH3는 비공유 전자

쌍 하나란 말이야 알겠어?

c_dat

sg3_D 어, 그치 하나지. c_dat

sg3_A

하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일 때 

원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그 끓는점이 높잖아 

원래.

c_jus

sg3_B 음? c_non

sg3_A
그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끓는점이 높단 말

이야.
c_jus

sg3_B 그니까 극성으로. c_jus

sg3_A

그니까 어어 그래갖고 그 얘네, 그러니까 H2O는 이게 

2개니까 끓는점이 더 높고 걔는 하나니까 끓는점이 

더 낮다는 거지.

c_cla

sg3_D
그걸로 다른 얘를 설득시킬 수 있어? 얘들이 왜냐고 

할 것 같은데.
c_reb

sg3_A ○○에게 들었거든. c_non

sg3_B 근데 2개니까 극성이 더 심할 것 아냐. c_reb

sg3_A 어? c_non

sg3_B 극성이 더 심할 것 아냐, 두 개가 한 개보다. c_reb

sg3_A 그래갖고 더 끓는점이 높다고 하는 거지. c_cla

sg3_B 척력이 더 쎄잖아, 척력이. c_jus

sg3_A
야, 이게 공유결합, 맞다 이게 이게 공유결합이지. 그

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수소결합이고.
c_dat

sg3_D 그니까 이거 공유잖아. c_dat

sg3_B 수소하고 산소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분자끼리. c_dat

sg3_A 얘네 둘이 할 때 수소결합. c_dat

sg3_D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니까. c_jus

Table 14. Transcription of argumentation episode No.38

그러나 1수준의 논증을 분류하는 5번 노드(‘c_dat < 2’), 17번 노드

(‘c_reb < 1’), 18번 노드(‘c_cla < 1’)의 패턴을 통해 자료에 대한 

활발한 논증이 수준 높은 논증을 보장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트리에 나타난 이 논증 패턴은 자료에 대한 논증이 3회 이상 진행되더

라도, 반박과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논증은 높은 수준의 논증으로 

평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장, 반박, 정당화를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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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로써 자료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 논증 수준을 발달시킨다

는 점을 논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 논증의 발달을 이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패턴

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c_datjuscla’가 개별 발화의 체계적 

구성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은 논증 피처의 패턴은 논증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논증 구성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다. EFM 8 자동 채점 모델의 분석

EFM 8을 통하여 과학적 주제를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논증 수준이 

발달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자 간 상호작용(t3)’과 ‘자연현

상 및 생활 속 과학현상(t19)’이 해당 논증 문항에서 중심 주제가 되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FM 8은 논증에서 사용된 과학적 주제

의 단일 피처와 n-gram 피처로 구성된 데이터셋이다. Figure 11과 

Figure 12은 EFM 8의 트리 모형과 특성 중요도 지수를 나타낸 그림

이다.

Figure 11. Tree of EFM 8

Figure 12. Variable of importance index of EFM 8

트리 모형과 특성 중요도 지수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논증 에피

소드의 과학적 주제의 수(topicCount)와 종류(topiccodeCount)가 논

증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이는 앞서 자동 채점의 

성능에서 논한 바와 같이, 0수준의 과학적 논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주제의 수와 종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0수준의 논증 에피소드를 ‘topicCount’과 topiccodeCount’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FM 8의 특성 중요도 지수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t3)–끓는

점(t12)’, ‘분자 간 상호작용(t3)–수소결합(t1)’이 주요 논증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논증 담화

에서 과학적 주제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논증을 평가하

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n-gram을 활용한 

논증 패턴의 표현은 실제 논증 담화의 내용과 주제가 어떠한 방식으

로 구성되었는지 표현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주제 3(t3, 분자 간 상호작용)의 수를 의미

하는 ‘t3_Count’는 특성 중요도 지수에서 3번째로 높은 값을 나타난

다. 또한 끓는점(t12), 수소결합(t1)이 연결된 ‘t3-t12’, ‘t3-t1’, ‘t1-t3’와 

같은 n-gram 피처도 특성 중요도 지수의 상위 값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학생에게 제시한 과학적 논증 

문항 1번은 ‘물과 암모니아의 끓는점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논증 과정에서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고려하여 끓는점을 해석

해야하며,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이 수소 결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한

다. 따라서 위와 같이 t3가 포함된 n-gram 피처를 통하여 학생들의 

논증 담화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ram과 같은 논증 패턴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학생의 

논증을 올바르게 이끄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논증 에피소드 163번(Table 15)에서 볼 수 있듯이, sg7_C는 끓는점

(t12), 분자 간 상호작용(t3), 수소결합(t1)의 주제로 자신의 논증을 

구성하였다. 또한 sg7_C는 정당화-자료-주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좋은 

논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sg7_D의 반박이 이어지는 활발한 논증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발한 논증 과정은 전기음성도(t7)로 연결

되었으며, 그 결과 ‘전기음성도(t7)-분자 간 상호작용(t3)-끓는점(t12)’

으로 구성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논증 피처와 과학적 주제가 

잘 구성된 상호작용으로부터 아이디어가 확장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화자 발화 코드

sg7_C

아 근데 왜 끓는점이 낮냐면 끓는점이 낮다는 것은 결

합력의 차이가 결합력이 셀수록 끓는점, 어는점, 녹는

점 그런게. 끓는점이 높아지는 데 얘는 분자간의 결합

이 수소 결합으로 돼있어. 근데 이게 분자 간의 결합 

중에서 가장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합이 엄청 

세니까 그래서 결합이 얘가 겁나 세니까 끓는점이 당연

히 얘보다 훨씬.

t12, t3, 

t1, t3

sg7_D
얘(H2O)도 수소결합 아닌가요? 아 얘도 수소결합... 아 

근데 분자 간은 아니지 않나요?
t1

sg7_C

수소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그 전기음성도가 가장 센 

FON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H가 결합을 하는 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t1

sg7_B 그걸 FON이라고 외우네.

sg7_C FON? FON? 아 나 그거 봤어.

sg7_D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높잖아. t7

sg7_B 아.

Table 15. Transcription of argumentation episode No.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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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과학적 논증 담화를 대상으로 논증 수준의 자동 

채점을 수행하며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하여 논증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자동 채점 과정에서 

논증 담화의 패턴을 나타내는 논증 클러스터와 n-gram을 활용함으로

써, 과학적 논증의 실제적인 양상과 패턴을 반영하는 자동 채점 모델

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

로 구성된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하여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의 양상

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동 채점의 정확도는 최대 

85.37%, 평균 77.59%로, 한국어 과학적 논증 담화에 대한 자동 채점

의 선행 연구보다 크게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동 채점 

모델을 통하여 분석된 논증 패턴을 실제 학생의 발화와 비교함으로써 

기계 학습을 통한 패턴 분석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동 채점의 

결과를 통하여 Toulmin의 논증패턴(TAP)을 기반으로 한 논증 피처가 

논증 수준의 자동 채점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논증 수준의 자동 채점을 위한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를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33가지 자동 채점 모델

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TAP을 기반으로 한 단일 논증 요소와 이를 

패턴으로 표현한 논증 클러스터가 자동 채점에 좋은 입력 변수로 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TAP을 활용한 논증 패턴이 자동 

채점을 개선하였다는 점은 앞으로의 자동 채점 연구가 단일 논증 요

소와 논증 패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학

적 논증 담화를 대상으로 논증 피처의 코딩(Lee & Ryu, 2020), 논증 

패턴의 분석, 자동 채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다면,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논증을 평가하는 자동 채점 프로

그램이 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 논증의 자동 채점은 학생의 현재 논증 수준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으로 학생의 논증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학습과 

발달의 과정을 설명하는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 결과는 현재 학생의 실제 발달 수준을 적합하게 판단할 것이며, 

논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 학생의 ZPD 상한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 채점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

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동 채점은 효과적인 비계(scaffold)

를 제공하는 학습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점(Vygotsky, 1978)에서, 과학

적 논증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동 채점의 활용은 학생의 성장

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논증 패턴을 나타내는 n-gram 피처를 통하여 학생들이 

수행한 논증의 실제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동 채점 모델을 

통하여 도출된 n-gram 피처로 논증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논증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중심 주제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gram 피처는 학생들의 논증 담화 속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과 ‘끓는점’, ‘수소 결합’ 등의 과학적 주제가 어떠한 패

턴과 양상으로 논의되었는지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자동 채점을 활

용한 논증 패턴의 분석은 Ryu & Sandoval(2015)이 논한 생산적인 

논증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패턴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따라서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논증 과정과 주제를 패턴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논증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논증 주제를 대상으로 n-gram 피처를 분석한다면, 학생의 논

증 수준에 따른 일반화된 논증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의 논증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gram 피처가 자동 채점 성능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n-gram으로 표현된 논증 패턴을 자동 채점에 반영하

는 것이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n-gram 피처 포함 여부의 차이가 있는 EFM 4와 EFM 5의 성능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동 채점 연구에서 n-gram 

피처와 논증 패턴을 중요한 입력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논증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써, 자동 

채점의 성능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논증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과학적 논증 연구에서 패

턴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증 피처의 구성 자동 채점의 정확도 (%)

EFM
단일 논증 요소 논증 클러스터 과학적 주제

SVM DT RF
단일 피처 n-gram 피처 단일 피처 n-gram 피처 단일 피처 n-gram 피처

1 ○ × × × × × 78.05 80.49 80.49

4 ○ × ○ × × × 80.49 78.05 80.49

5 ○ × ○ ○ × × 85.37 78.05 82.93

7 ○ × × × ○ ○ 80.49 85.37 75.61

Table 16. Summary of automated scoring performance

화자 발화 코드

sg7_D 이 전기 음성도가 얘가 더 높잖아 산소가 질소보다. t7

sg7_B 아 전기음성도가? t7

sg7_D

근데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니까 같은 수

소랑 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얘네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보다 크겠지.

t7

sg7_B 그러네, 훨씬 세네. t7

sg7_D

모르겠어. 차이가 커, H2O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이 차이가 클수록 결합이 커진대. 그래서 끓는점이 

높은 게 아닐까?

t7, t3, 

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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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기계 학

습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소모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논증 패턴의 분석 결과, 단순히 정당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자료, 주장, 정당화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 

논증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논증 패턴을 통하

여, 정당화와 반박으로 구성된 논증일지라도 자료에 대한 논증이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논증 수준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계 학습으로 분석된 논증 패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논증 수준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논증에서 단순히 정당화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장, 

자료의 논리적 연결로써 정당화의 필요성을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계 학습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양한 과학적 주제와 많은 발화를 활용한 기계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 패턴을 더욱더 체계적

이고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논증 수준을 발달시키

기 위해서는 논증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분석된 논증 패턴은 논증을 지도하는 과정에

서 학생의 논증 수준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반화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은 학생의 논증 수준과 과학적 사고

를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교수 도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

는 많은 인적, 물적,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과학 교육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자동 채점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얻어지는 논증 담화에 대한 빅데이

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한 논증 자동 

채점이 교실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논증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논증 담화에 대한 데이

터는 녹음 방법의 개선과 한국어 STT(speech to text)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더욱 활발히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딥러닝 기술(e.g.,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KorBERT)을 서술형 문장이나 발화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 채점에 

적용함으로써 채점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자동 채점 연구는 컴퓨터 과학,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

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발달해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논증 자동 채점에서 과학적 개념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논증 수준 평가는 논증 

피처의 활용, 아이디어의 확장과 개선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그

러나 보다 개선된 논증 수준의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적 개념의 수준

과 오류에 대한 평가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과학적 개념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알고리즘을 자동 채점에 추가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자동 채점 시스템

을 구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효율적이며 본질적인 자동 채점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각 논증 피처에 대한 추가적인 자동 채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를 입력 변수로 활용하여 자동 채점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4가지 논증 피처 단위 중 단일 논증 요소에 대한 

자동 채점만이 선행 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논증 클러스터, 과학

적 주제에 대한 자동 채점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여 평가자의 개입 

없이 학생의 발화로부터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과학적 논증에 대한 자동 채점은 과학 논증 수업의 효과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과학적 소양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동 채점의 연구는 자동 채점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와 더불어 평가 및 교수학습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수행되기를 바란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과학적 논증 담화에 대한 자동 채점의 성능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자동 채점 모델을 활용하여 논증 담화의 양상과 패턴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논증 수업에서 발생한 학생 발화를 

대상으로 논증 수준을 평가하는 자동 채점을 수행하였다. 이 자동 

채점의 데이터셋은 4가지 단위의 논증 피처와 논증 수준 평가틀로 

구성되었다. 특히, 자동 채점에 논증 패턴을 반영하기 위하여 논증 

클러스터와 n-gram을 활용하였다. 자동 채점 모델은 3가지의 지도 

학습 기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총 33개의 자동 채점 모델이 

구성되었다. 자동 채점의 결과, 최대 85.37%, 평균 77.59%의 채점 

정확도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논증 담화의 패턴이 자동 채점의 성능

을 개선하는 주요한 피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나무와 랜

덤 포레스트의 모델을 통하여 과학적 논증 수준에 따른 논증의 양상

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장, 자료와 함께 정당화가 체계

적으로 구성된 과학적 논증과 자료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진 과학적 논증이 논증 수준의 발달을 이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자동 채점 모델의 해석은 논증 패턴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언하는 것이다. 

주제어 : 자동 채점, 기계 학습, 과학적 논증, 논증 패턴,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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