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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은 전문성과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온라인으로 세계화된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어 글쓰기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유수의 대학은 입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가 

글쓰기이고, 입학 후에도 과제와 논문 역시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글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작문은 본인 

스스로 전문성과 지성은 물론 품격까지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Writing을 잘 하려면? Practice! Practice! Practice!

영어 글쓰기를 잘 하는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것, 즉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PEG Writing은 

매우 효과적으로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 입니다. PEG Writing의 우수한 자동첨삭 

엔진인 AESE(Automated Essay Scoring Engine)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첨삭 피드백을 제공하며, 6가지의 

평가항목(Development of Ideas, Organization, Style, 

Word Choice, Sentence Structure, Conventions)을 

기반으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PEG Writing으로 효과적인 Writing 실력 향상을 꼭 경험해 

보세요.

Writing? 
Why Writing?

 Why PEG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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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PEG Writing?



▶  미국 정부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공급 업체 비교에서 PEG™ 

소프트웨어가 자동 스코어 테스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National Measurement Council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발표 

된 연구에 따르면 MI사의 Project Essay Grade™ 소프트웨어가 

가장 정확한 첨삭을 도출했으며, 8가지 평가 항목에서 PEG는 

타사의 프로그램 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  교과 과정에 맞춘 PEG Writing의 체계적인 연습 방법은 미국 

공통 교과 과정(Common Core Standards) 커리큘럼에 의한 세 

가지 Writing Types(Argument, Informational-explanatory, 

Narrative)를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전문적인 Writing 첨삭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습니다. 

Measurement Incorporated™(MI)사는 미국 

교육청과 주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 기관과 일반 

기업체에 교육 및 평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1980년 창립 이래로 테스트 

개발과 채점, 점수 관리, 적성 평가, 멀티미디어 교육 등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PEG Writing은 MI사의 대표적인 Writing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으로 Writing 첨삭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내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대학교 입학 시험으로도 제공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PEG Writing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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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Writing은 교육청과 공공 기관, 일반 기업체, 대학교 등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Writing 첨삭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내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입학 시험은 물론 논문이나 영어 자료 준비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의 Writing 

테스트를 단번에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 준비, 공인 평가 

시험(IELTS, TOEFL 등) 준비 등 Writing 능력 향상을 위해 전 세계 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EG Writing 사용 현황

미국 내 약  3,000개 도서관 미국 내 약 1,000개 학교

AR  11,849 

TX  74,205 

TN  2,258 

Hong Kong 
Sweden
South Korea 

KY  450 

FL  2,920 

MS  1,307 

KS  210 

ID  559 

WA  115 

UT  600,000 

OR  25 

IN  1,050 

SC  1,600 

CT  3,167 
NJ  695 

MI  45 

OH  7,329 

PA  5,200 

NY  600 

MN  23 

WI  860 

DE  5,397 

DC  870 

NC  9,325 
VA  240 

CA  1,289 

NV  100 

AZ  3,271 

전세계 약 73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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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Writing의 장점

PEG Writing is the perfect solution 
for you and you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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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콘텐츠

모든 콘텐츠는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로 제공해 눈이 편안하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폭넓은 레벨을 커버하고, 

주제에 따라 제공되는 샘플 에세이는 학생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합니다. 

쉽고 편리한 클래스 관리

계정이 생성되면 학생과 클래스를 매우  쉽고 빠르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관리하는 반과 Course를 직접 생성할 수 있고 원하는 학생을 원하는 Course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글쓰기 

Writing의 주제를 선생님이나 관리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를 만들고 관련된 

기사 링크와 자료 등을 추가로 업로드해 학생이 글을 쓰기 전 주어진 자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정보를 습득, 이해함으로써 글쓰기에 도움을 줍니다. 

즉각적인 피드백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 지능(AI) 자동 첨삭 시스템으로, 첨삭을 

시작하는 즉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우수성이 입증된 PEG Writing의 AI 첨삭은 

매우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레포트

학생과 클래스에 대해 상세하고 다양한 레포트를 제공합니다. 레포트는 직관적인 

그래프 형태로 제공되고 매우 체계적으로 누적되어 진척도, 부족한 부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연계 리소스 

Prompts, Scoring Levels, Graphic Organizers 등 수 많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리소스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학생의 수준과 개성에 따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Students

Administrator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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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글은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로 

제시해 읽고 쓰는 데 눈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글쓰기를 완료 한 후에는 문법과 스펠링 

등 문법상의 오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빨강색과 초록색 등 각기 다른 

컬러로 구분해 체크해 줍니다. 

또한 모든 오류를 한 페이지에서 제시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Writing의 주제를 선생님이나 관리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를 만들고 관련된 기사 링크와 자료 등을 추가로 업로드해 학생이 

글을 쓰기 전 주어진 자료를 읽을 수 있어 더 심도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과 주제에 따라 제시되는 130여 종의 샘플 에세이가 있어 

학생이 처음 글 쓰기를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논문을 준비하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폭넓은 레벨을 커버합니다.

PEG Writing의 뛰어난 가독성

PEG Writing의 글쓰기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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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글을 첨삭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첨삭이 진행되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은 사람이 직접 체크하는 것 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교합니다.

▶  체크된 항목에 커서를 올리면 오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화면이동 없이 같은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오류여도 문맥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PEG Writing의 효율적인 피드백

PEG Writing의 Limited Time 

시험을 대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설정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한 

후 글을 쓰고, 글 쓰는데 소요된 시간을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제의 핵심 파악을 잘 했어요. 단어의 스펠링을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더욱 좋은 글 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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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 지능(AI) 자동 첨삭이 이루어 집니다. PEG Writing의 AI는 타사의 AI와 실제 사람과의 

Writing 채점, 평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AI는 단어, 문법 등 기본적인 첨삭 

기능뿐 아니라 자동 첨삭 엔진이 글의 문맥을 파악해 그에 맞는 보완점을 즉각적으로 제시합니다.

▲  <Gradually whisk in milk.>라는 문장을 AI가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문장인지를 체크해 

문법 오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타사 프로그램  <Gradually whisk in milk.>라는 

같은 문장이지만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틀린 

문장으로 인지하고 문법 오류로 분류합니다.

▲  단어로서 <tree>는 맞지만 문맥상 

맞지않아 첨삭이 이루어 집니다.

▼  타사 프로그램  <tree>라는 단어만 

확인하고 맞는 것으로 인지해 첨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PEG Writing의 인공 지능 첨삭 

8



각기 다른 주제별, 유형별 Writing에 

맞는 Graphic Organizer를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는 Graphic Organizer는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제와 유형을 커버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한  Graphic organizer는 글의 

구조에 맞춰 쓰도록 유도해 글쓰기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PEG Writing의 다양한 Graphic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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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Prompt (Argumentative, Informative/Explanatory, Narrative)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한 

페이지로 보여줍니다. 또한, 점수가 향상되는 정도를  Development of Ideas, Organization, Style, Word Choice, 

Sentence Structure, Conventions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  3가지 Prompt에 대한 6가지 

기준으로  각기 다른 상세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  또한 선생님이 평가 기준을 

추가로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  평가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줘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6가지 기준별로 자세한 평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평가 학생의 부족한 영역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업이 제공됩니다.

PEG Writing의 완벽한 분석과 레포트

추가 평가 기준 1

추가 평가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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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학생의 부족한 영역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수업이 제공됩니다.

▶  제공된 수업 외에 학생 스스로 다른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  학생은 본인이 관심있는 주제별 

카테고리와 레벨 등 원하는 조건의 수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어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의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 레벨과 주제에 따른 샘플 에세이를 제공합니다. 글을 쓰고 난 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학습 레슨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는 글을 

작성하고 검토, 보완까지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EG Writing의 자기 주도적인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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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Writing의 학습관리 시스템(LMS)은 매우 쉽고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각 학생의 특성과 총점, 장르별 

점수, 다른 학생의 리뷰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사관리에 필요한 

정보 저장과 영역별 결과 통계도 제공됩니다.   

Performance - Student Averages: Trait and Total Scores

Performance - Student Averages: Writing Genre Scores

Performance - Student Averages: 
 Constructed Response Scores

PEG Writing의 체계적인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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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 Prompt Analysis Prompt - Contructed Response Prompt Analysis

Usage - Summary

Usage - Peer Reviews

Progress - Average Monthly Scores

Usage - Lesson Usage

Usage - Constructed Responses

Usage -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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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art

◀  주어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둔 해당 Course Name을 

클릭하면 본격적인 Writing이 시작됩니다.

PEG Writing for Students

▲  주소창에 www.pegwriting.com 을 입력한 후 User Login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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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Practice Writing

◀  Topic & Proper Prompt :
선생님으로 부터 주어진 주제와 Prompt를 확인 

합니다. 

◀  Practice Writing :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Graphic Organizer를 

보며 아이디어를 내고 알맞은 Graphic 

Organizer를 선택합니다. 

◀  Begin Writing  :
① 주어진 주제에 맞게 Writing을 시작합니다. 

② Writing 도중 Save and Quit 버튼을 눌러 임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③ Writing이 끝나면 잘 썼는지 확인한 후 Submit 

버튼을 눌러 작성한 글을 제출합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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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
작성한 글에 대해 6가지 기준으로  각기 다른 

상세한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  Revise :
체크된 오류 부분을 검토합니다. 잘못된 

Spelling과 Grammar를  수정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도 수정합니다.

▶  Rewrite :
수정이 모두 완료되면 최종 Writing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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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World 는?

(주)언어세상이 제공하는 Digital Learning Program 쇼핑몰입니다. 
디지털 세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도구와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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