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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tin Feedback Studio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밖에서도 
계속해서 영어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특히 한국과 같은 EFL
교육환경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 사례 : 학생들의 영어 작문 실력 향상 솔루션 2

Alex Banks 교수는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언어교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4,000명의 학생들에게 글로벌 상황에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언어교육원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양질의 학문적 연구를 

영어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영작 실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Banks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영어로 의견을 표현하고, 작문과제를 정확하게 완성하고, 졸업 이후 양질의 보고서 및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
 

Banks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영작문 학습을 돕는 주요 요소를 연습과 피드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초안에 대한 Banks 

교수의 피드백을 원했고, 특히 문법에 대한 피드백을 원했습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문장구조, 논거, 사용한 언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Banks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하기엔 매우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Banks 교수는 학생들이 각자 초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친구 및 선후배 사이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Banks 교수는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논문과제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인용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른 출처 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Banks 교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의 이해와 실력 향상을 돕는 빠른 피드백
 
Banks 교수가 Turnitin Feedback Studio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얼마나 빨라졌는지였습니다.  Feedback Studio 기능에는 영어 작문을 할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퀵마크(QuickMarks)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저장된 코멘트를 교수자가 쉽게 가져다쓰기(Drag & Drop)를 할 수 있게 합니다. 

Banks 교수는 고급레벨에 필요한 요소, 예를 들어, 논문 서술문, 아이디어의 근거 개발, 글의 응집성 등과 같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게 

본인만의 퀵마크를 만들어 저장 및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될 퀵마크에 더 자세한 설명이나 팁을 남겨서 저장한 후 여러 학생들의 

제출물에 그 퀵마크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anks 교수는 다수의 과제들의 동일한 문제에 유사한 코멘트를 일일이 적지 

않고도 구체적인 코멘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퀵마크를 사용하여 문법 오류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설명을 남김으로써, 학생들이 이후에 

문법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더 나은 피드백을 줄수 있게 되었어요” 

Banks 교수는 Feedback Studio 채점기준표를 이용해 학생들의 과제물을 더욱 빠르고 공정하게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콘멘트를 Feedback Studio 통합 채점기준표에 연계시켜서, 학생들이 흔히하는 실수와 그 유형들을 쉽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Banks 교수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채점 기준을 관리하고, 클릭 몇 번으로 편리하게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과 채점기준표 

점수의 연계는 학생들이 받은 점수의 근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작문 실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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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 참여 증진
 

Banks 교수는 채점 과정을 더 빠르게 하는 것 이외에도, 이 기능이 학생들의 영어학습 참여를 돕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과제의 경우,  Feedback Studio의 보이스 코멘트(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개개인에 맞는 

코멘트를 남길 수 있었고, 이는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피드백 스튜디오의 익명 동료평가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영어 작문을 도울 수 있고 비판적 

사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eedback Studio에서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맞춤형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서로의 영작 과제를 익명으로 검토 및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외 시간에 온라인으로 동료 평가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업 밖에서도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불편함, 즉 서로 간의 우정이나 나이 및 성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에게 공정하게 코멘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면서, 학생들은 본인 작문 실력에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 상호간에 주고 받은 피드백과 선생님이 

제공한 피드백은 서로 잘 어우러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교사, 동료 및 기술도움(Feedback Studio)의 결합을 통해 학생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Banks 교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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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잇인의 획기적인 글쓰기 학습법을 경험해 보십시오. 턴잇인의 표절검색 엔진과 글쓰기 피드백 도구를 통해 고객의 비평적인 사고를 

도모하고, 학문적 정직성(표절 여부)을 사전에 확인하여 학생들의 독창적인 작문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턴잇인은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별 피드백과 장기적인 평가도 가능하게 해 주는 도구을 강사에게 제공합니다. 전세계 140개국에 15,000

개의 기관에서 2천6백만 명의 학생들이 턴잇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벤처 파트너스(Insight Venture Partners), GIC, 노웨스트 벤처 파트너스(Norwest Venture Partners), 리드 에지 캐피털

(Lead Edge Capital)과 조지언 파트너스(Georgian Partners)가 후원하는 턴잇인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오스틴과 피츠버그, 영국 뉴캐슬, 네덜란드 웨트레흐트, 호주 멜버른, 한국 서울, 남미 멕시코에 국제 지부가 있습니다.

턴잇인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10 층 (04168)

02-6020-6868 
koreasales@turnitin.com  
turnitin.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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