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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초점 과제의 반복과 협력이 
하위 수준 대학생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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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Hye-Kyoung and Jin-Hwa Lee. (2019). Effects of form-focused task repetitions 
and collaboration on low-level EFL college students’ form learn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4, 736-754.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orm-focused task repetitions and pair work on low-level Korean college students’ 
task performance and English present perfect acquisition. Forty students performed a 
text-editing task three times either individually (n = 22) or in pairs (n = 18). The 
two groups’ performances were compared in terms of how many errors they found and 
accurately corrected and how these numbers changed along with task repetition. In 
addition, the students’ knowledge of English present perfect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ask repetitions. The effects of task repetitions were confirmed in both task 
performance and form acquisition. Both groups could find and correct more errors as 
they repeated the task. Furthermore, they showed significant gains in the posttest of 
present perfect. In contrast, the effects of collaboration were not born out in this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ask performance and 
form acquisition. However,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individual 
learners’ participation in pair work and gains in the posttest. This indicates that it is 
not the pair work itself but the members’ participation that affects L2 form acquisition. 

Keywords: form-focused tasks, text-editing tasks, task repetitions, collaboration, pair 
work

1. 서론
상호작용(interaction)과 형태 초점(focus on form)이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제2언어 교실에서 이를 촉진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입력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이해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습득에 이르게 된다는 Long(1996)의 상
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세심하게 제공되는 협력
인 비계(scaffolding)를 통해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Vygotsky(1978)의 사회문화이론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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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 왔다. 한편, 제2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통한 주목하기
(noticing)가 필수적이라는 Schmidt(1990)의 주목하기 가설(Noticing Hypothesis)에 기반
하여 Long(1991)은 제2언어 학습에서 의미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태 초점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2언어 습득 이
론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협력적 형태 초점 과제의 개발 및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협력적 형태 초점 과제 가운데 하나는 딕토글로스
(dictogloss)이다. 딕토글로스는 들려주는 텍스트를 잘 들은 다음 짝과의 협업을 통해 들었
던 텍스트를 그대로 재구성하는 활동이다(Wajnryb 199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
은 제2언어 학습자들이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듦으로써 제2
언어습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정, 홍선호 2018, 박정주, 이희경 2009, 최윤정, 
김신혜 2012, 최지연, 홍선호 2011, LaPierre 1994, Lee, Shim and Lee 2018, Yeo 
2012).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딕토글로스의 한계점이 드러났는데, 학습자들이 목표 구문 
이외의 형태에 집중하거나, 설령 목표 구문에 집중하더라도 제2언어 능숙도가 낮은 경우 상
호작용을 통해 정확한 형태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aek and 
Lee 2012, Han 2008, Kowal and Swain 1997, Leeser 2004, Swain 1998).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딕토글로스를 변형한 협력적 형태 초점 과제들이 제
안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텍스트 편집과제(text-editing tasks, 이하 편집과제)이다. 편
집과제는 학습자들에게 텍스트를 들려주면서 주요 내용을 받아 적게 하는 단계까지는 딕토
글로스와 같지만 이후 활동에서 차이가 있다. 텍스트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딕토글로스와 
달리, 편집과제는 내용 및 형태 오류가 포함된 텍스트를 보면서 앞서 들었던 텍스트와 다른 
부분을 찾아 고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은 낮아지고, 목표 형태에 초점을 맞
춘 출력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실제로 제2언어 형태 학습과 관련하여 
편집과제의 효과를 살핀 일부 연구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편집과제가 상호작
용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주의를 형태에 집중하게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것이 성공
적인 목표 형태 습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Nassaji and Tian 2010, Storch 
2007).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학습자들의 제한적인 제2언어 지식, 효과적인 협업 기술
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편집과제가 실제적인 제2언어 습득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이와 같은 장애 요인의 해소가 필요한데,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편집과제를 반복하는 
것이다. 편집과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학습자들이 과제 및 협업에 친숙해져 보다 적
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 반복
(task repetitions) 연구들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반복할 경우 학습자들은 인
지적 자원(attentional resources)을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과제 수행 
및 제2언어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ygate 2018). 

이에 본 연구는 하위 수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편집과제를 3회에 걸쳐 반
복 시행한 후 현재완료 향상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학습자 간 협력 유무에 따라 효과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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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개별수행 집단과 짝수행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연구
를 시행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 횟수에 따라 학습자들의 과제수행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편집과제의 반복과 협력 유무(개별수행 vs. 짝수행)가 하위 수준 대학생들의 현재완
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편집과제 수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위 수준 대학생들의 과제수행도(현재완료 
오류 발견 및 수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협력 유무에 따라 과제수행도에 차이
가 있는가?

3) 짝수행 집단에서 개인별 과제참여도는 현재완료 습득과 관련이 있는가?

2. 선행 연구
 Swain(1993)의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입력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산출함으로써 해당 언어 및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언어 습득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제2언어를 산출할 충분한 기회
를 제공하는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종류의 출력 과제(Output 
tasks)가 활용되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 형태에 대한 초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이 딕토글로스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딕토글로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강은영 2017, 김연희 외 3인 2009, 김지정, 홍선호 
2018, 김창호 2012, 박옥희 2013, 박정주, 이희경 2009, 이명관 2014, 주미란 2014, 최윤
정, 김신혜 2012, 최지연, 홍선호 2011, LaPierre 1994, Kowal and Swain 1994, Leeser 
2004, Nabei 1996, Swain 1998), 이는 딕토글로스가 형태 초점 과제임과 동시에 학습자 
간 협력을 수반하는 활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사회문화이론이나 상호작용 가
설에서 주장하듯이 딕토글로스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태에 대한 집중 및 습득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해야 하는 딕토글로스는 인지적 부담이 높고, 특히 
언어적 지식이 제한적인 하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에는 형태에 대한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지
기 어렵다. Leeser(2004)는 하위 학습자들의 경우 텍스트 재구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형
태통사적 요소보다는 어휘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Baek과 
Lee(2012)는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텍스트
의 난이도가 높아지자 형태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최근에
는 딕토글로스를 변형한 형태 초점 과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들려준 텍스트 전체를 재
구성하는 대신 그 일부를 채우는 재구성 빈칸 채우기 과제(reconstruction cloze task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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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준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아 고치는 텍스트 편집과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Nassaji and 
Fotos 2011). Storch(1999)는 호주의 한 대학교에서 ESL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과제, 즉 자유작문, 재구성 빈칸 채우기, 편집과제를, 한번
은 개별적으로, 한번은 원하는 짝과 함께 수행하도록 한 후 과제수행도를 비교하였다. 재구
성 빈칸 채우기와 편집과제의 경우 짝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정확성이 더 높았다. 자
유작문의 경우에도 짝과 함께 수행했을 때 문장의 길이와 구조의 복잡성(complexity)은 낮
아졌지만 정확성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과제 수행이 언어 형태에 대한 집중
을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편집과제만을 대상으로 한 Storch(2007)의 연구에서는 짝활동 집
단이 개별활동 집단보다 더 많은 오류를 정확하게 수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짝수행 집단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어휘나 의미보
다 형태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torch는 협력
적 형태 초점 과제가 정확한 형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학습자들이 언어적 자원
을 공유하고 언어 지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짝별로 상호작용의 양상이 상이했다는 점이다. 일부 짝의 경
우, 한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학습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함으
로써 기대했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짝활동이 반드시 효과적
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각 짝의 상호작용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Nassaji와 Tian(2010)은 캐나다 대학의 성인 영어학습자 26명을 대상으로 재구성 빈칸 
채우기 과제와 텍스트 편집과제를 개별활동과 짝활동으로 나누어 시행한 후 영어의 구동사
(phrasal verb)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뿐만 아니
라 목표 형태의 향상도를 측정함으로써 형태 초점 과제가 학습자들의 인지와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제 유형 비교에서는 텍스트 편집과제가 재구성 빈
칸 채우기 과제보다 과제완성도와 구동사 향상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짝과 함께 수행한 학습자들이 개별수행 집단보다 과제완성도는 더 높
았으나 더 높은 구동사 향상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협력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형태에 
집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이러한 인지적 이점이 습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딕토글로스에서의 협력 효과를 연구한 Kuiken과 Vedder(2002)에서도 발
견된다. 형태 습득에서 협력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Nassaji와 Tian은 
짝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이 지나치게 짧고 제한적이어서 구동사에 대한 지식을 내재화하고 습
득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목표 형태였던 구동사가 
생소해서 학습자들이 건설적인 비계와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웠거나,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협력적 형태 초점 과제들이 습득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과
제 횟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1~2회의 과제를 개별적으로 혹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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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 수행하게 한 후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습득을 위해서는 형태를 인지하고 내재
화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2회의 형태 초점 과제 수행을 통
해 습득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 반복(task repetitions)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제 반복이란 “동일한, 혹은 약간 변형된 과제를 전체 혹은 그 일부를 반복”(Bygate and 
Samuda 2005, p. 43)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동일한 과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동일 과
제 반복(exact task repetition), 동일한 절차를 내용만 바꾸어 반복하는 것을 절차 반복
(procedural repetition), 내용은 동일하되 절차를 바꾸어 반복하는 것을 내용 반복(content 
repetition)이라고 한다(Kim, Crossley, Jung, Kyle and Kang 2018). Bygate(2001, 2018)
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반복할 경우 이전 단계 수행에서 사용했던 내용이나 형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이전 단계에서 간과했던 
언어적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과제 수행이 향상되고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예. Bygate 1996, 
2001, Bygate and Samuda 2005, Kim and Lee 2019).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담화 수준의 
말하기나 작문 과제를 반복 수행하게 한 후 발화의 정확성, 복잡성, 유창성 측면에서의 효
과를 조사한 연구들로, 형태 초점 과제를 반복한 후 형태 습득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 초점 과제의 하나인 텍스트 편집과제를 하위 수준 한국 대학생들에
게 반복 수행하게 한 후 과제수행도와 현재완료 습득 측면에서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 방식을 개별수행과 짝수행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과
제 반복이란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동일한 절차의 과제를 반복하는 절차 반복을 의미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전문대학교에 재학중인 신소재응용과 2학년 학생 
44명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며 세부전공(디스플레이, 신소재)
에 따라 A반 24명, B반 20명으로 나뉘어 연구자 중 한 명이 진행한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
다. 이들 대부분이 공인 영어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영어
시험도 없어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명확한 지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들
의 영어 능숙도를 하위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대학 재학생들의 영어 학습 및 능숙
도를 조사한 김경희, 박강훈, 박주홍(2013)에 따르면 재학생 대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출
신으로 대학 입학 이전에 영어 학습 경험이 부족하고 영어 능력 또한 취약하다. 대학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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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교양영어 수업 시간이 제한적이고 자격증과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대학 분위기
로 인하여 자율적인 영어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사전 
문법능력 시험(3.2.2 참조)에서 학생들은 20점 가운데 평균 8.825점을 받았는데, 연구자가 
교양영어를 가르치면서 파악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항에 사용한 어휘와 문항 난이
도를 중학교 수준으로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영어 능숙도는 하위 수준으로 보는 데
에 무리가 없다. 

A반은 개별수행 집단으로, B반은 짝수행 집단으로 임의 배정한 후 모든 실험 과정에 참
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한 결과 개별수행 집단은 22명(남학생 21명, 여학생 1
명), 짝수행 집단은 18명(남학생 16명, 여학생 2명)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3.2 연구 도구

3.2.1 목표 형태 및 사전/사후평가지

본 연구는 형태 초점의 대상으로 현재완료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완료가 중고등
학교에서 주요 문법 사항으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영어학습
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자가 교양영어 수업에서 관찰한 바
로도 다수의 학생이 현재완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형태 초점 출력 과제
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텍스트 편집과제가 현재완료 습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평가지를 
개발하였다. 평가지는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객관식 4
지선다형 2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당 배점은 1점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현재완료와 
관련된 문항이 10문항이고 나머지 10문항은 현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
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타 시제, 가정법, 수동태, 의문사, 비교급, 부정사, 동명사, 조동사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지 제작을 위해 Kim(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지와 중고생 대상 영문법 교재들
을 참고하였고 연구자가 교양영어 수업에서 가르쳤던 내용도 일부 포함하여 평가지를 제작
하였다. 사전평가지와 사후평가지 문항은 주어와 일부 내용어만 바꾼 동일한 문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이 모를 것으로 예상되는 어휘는 (1)의 예시에서처럼 문항 아래에 별
표로 의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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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의 상황에 맞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For ten years, he ________________ part in volunteer work.
① takes     ② has taken     ③ took     ④ will take
*take part in ~에 참여하다 *volunteer work 자원봉사
2. I wanted ________________ home, but I decided to make my son happy.
① stay     ② staying        ③ to stay     ④ stayed

그림 1. 문법 능력 평가 문항 예시

3.2.2 텍스트 편집과제 활동지

텍스트 편집과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내용과 언어 형태가 너무 복잡할 경우 과제 해결이 어렵고, 그 
반대로 너무 쉬울 경우 현재 수준보다 상위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학습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Nassaji and Fotos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학생들의 어휘 및 문법 
능력 수준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과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였다. 13종의 교과서 
중 현재완료가 포함된 3종의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표 1과 같이 텍스트를 선정하
여 총 3회의 편집과제에 사용하였다. 각 텍스트의 길이는 총 14문장으로 동일하게 구성하
였다. 

표 1. 편집과제에 사용된 텍스트
교과서 주제

편집과제1 Middle School English 2(천재교육, 이재승 외 6인) The world of cartoons
편집과제2 Middle School English 2(능률교육, 김성곤 외 8인) Traditional Korean Symbols
편집과제3 Middle School English 2(천재교육, 정사열 외 5인) A Selfie Show

선정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Nassaji와 Fotos(2011)가 제시한 텍스트 편집과제 절차에 따
라 그림 2와 같은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읽어주는 텍스트를 2
회 청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청취는 듣기만, 두 번째 청취는 들으면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교사가 나누어준 텍스트를 보면서 앞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오류)
을 찾아 수정하는 활동을 하게 했다. 학생들이 받은 텍스트에는 14문장 중 10개의 문장 일
부가 변경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목표 형태인 현재완료 오류는 5개였고, 나머지 5개는 현
재완료와 관련 없는 오류(다른 문법 항목 2개, 내용 관련 3개)였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의미
와 형태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모를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는 지문 밑에 의미를 제시해주었다. 오류 수정 활동이 끝난 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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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사가 나누어준 원본 텍스트를 보면서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
을 가졌다. 

텍스트 편집과제 활동지
[1단계] 2번 내용 듣기
1. 첫 번째 듣기 – 먼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적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2. 두 번째 듣기 – 단어나 표현 등을 받아 적으며 들으세요. 지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 
오류 고치기 활동을 합니다. 영어 단어를 바로 받아 적어도 되고, 한글로 주요 내용을 메모해도 됩
니다. 

[2단계] 오류 고치기
1. 앞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다음 장의 활동지의 오류를 찾아서 고쳐보세요.
2. 나누어준 원문과 고친 내용을 비교하세요.

그림 2. 텍스트 편집과제 활동지

3.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봄학기 3주간에 걸쳐 주 1회 1시간씩 교양영어 수업 시간을 이용하
여 이루어졌다. 1주차에는 문법 사전평가를 15분간 시행한 후 첫 번째 편집과제를 실시했
다. 먼저 교사가 2회에 걸쳐 텍스트를 읽어준 후, 오류가 포함된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나누
어주었다. 학생들은 15분간 배정 집단에 따라, 혼자서 혹은 원하는 짝과 함께 오류를 찾아 
수정하였다. 이후 교사가 원본 텍스트를 나누어주고 10분간 자신들이 수정한 부분과 대조하
면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짝수행 집단에게는 텍스트 편집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스마트폰 녹
음 기능을 이용하여 짝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2주차와 3주차에는 다른 
텍스트를 사용하여 동일한 절차로 편집과제를 수행하였다. 짝수행 그룹은 1주차와 같은 짝
과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주차 편집과제가 모두 끝난 후 15분간 문법 사
후평가를 시행하였다.

3.4 자료 분석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편집과제의 반복 및 협력이 목표 형태인 현재완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현재완료 사전평가 점수, 사후평가 점수, 증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후 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추론통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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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반복 효과는 각 집단별로 사전평가 점수와 사후평가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시
행하여 확인하였다. 협력 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독
립표본 t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Mann-Whitney U검정을 시행하였다. 전자의 경우 
t값과 p값을 모두 제시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p값만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과제수행도는 매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학생이 발견한 현재완료 
오류의 개수와 정확하게 수정한 개수를 파악하였다. 짝수행 집단의 경우 과제수행도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짝별로 개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제수행도가 과제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조사하였다. 매 과제 수행 시 두 집단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이나 
Mann-Whitney U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하여 짝수행 집단의 대화를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짝 
내에서의 개인별 과제참여도를 확인하였다. 개인별 과제참여도는 각 개인이 발견한 현재완
료 오류 개수와 수정한 현재완료 오류 개수로 나타냈다. 가령, 학생 A와 학생 B로 구성된 
짝1이 과제 수행에서 2개의 현재완료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 짝의 과제수행도는 2가 된다. 
만일 이 2개의 오류 모두를 학생 B가 발견했다면 학생 A의 과제참여도는 0, 학생 B의 과
제참여도는 2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 과제 수행에서의 개인별 현재완료 발견 개수
와 수정 개수를 파악한 후, 현재완료 습득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추론통계의 유의수준은 p < .05로 정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텍스트 편집과제의 반복과 협력이 현재완료 습득에 미치는 영향 

표 2는 두 집단의 현재완료 사전평가 점수와 사후평가 점수, 증감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협력 유무에 따른 현재완료 사전·사후평가 점수
집단 사전평가(총 10점) 사후평가(총 10점) 대응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별수행
(n = 22) 3.59 2.06 6.50 2.67 2.91 3.05

짝수행
(n = 18) 4.72 1.99 8.06 2.26 3.33 3.11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하여 두 집단의 현재완료에 대한 사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짝
수행 집단의 평균이 개별수행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독립표본 t검
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 -1.752, p =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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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편집과제의 반복이 현재완료 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내
에서 사전평가 점수와 사후평가 점수를 비교하였다. 개별수행 집단의 경우 사후평가에서 
2.91점, 짝수행 집단의 경우 3.33점의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사전평가 점수의 1.7~1.8배에 
해당한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이러한 점수 증가는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개별수행 집단: t = 4.468, p = .001, 짝수행 집단: t = 4.553, p = .001). 

다음으로 과제 수행시 협력 유무에 따라 현재완료 향상도가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평가 점수를 비교하였다. 짝수행 집단의 점수가 개별수행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으나 Mann-Whitney U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75). 사전평가 점수와 사후평가 점수 간의 증감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역시 비슷했다. 짝수
행 집단이 약간 더 높은 증가폭을 보였지만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 
= -.434, p = .66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형태 초점 편집과제의 반복은 하위 수준 대학생들의 현재완료 
습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과제 수행 시 학습자들 간의 협력 유무는 현재완
료 습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4.2 텍스트 편집과제의 반복과 협력이 과제수행도에 미친 영향

편집과제의 반복이 어떻게 현재완료 습득으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과제 수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은 편집과제의 매 시행 단계에서 
두 집단이 발견한 전체 오류의 개수 및 정확하게 수정한 전체 오류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
다. 이를 통해 편집과제를 반복하면서 두 집단의 과제수행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표 3. 반복 시기와 협력 유무에 따른 과제수행도: 전체 오류 대상(총 10개)

집단
오류 발견 개수 오류 수정 개수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1 과제2 과제3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별수행
(n = 22) 2.27 1.91 3.23 2.02 3.36 2.54 .50 .91 1.50 1.85 2.18 2.38
짝수행
(n = 9) 2.11 1.83 5.56 3.05 5.00 2.50 1.44 1.01 4.56 2.70 4.56 2.96

반복 시기에 따른 과제수행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두 번째 수행에서 오류 
발견 개수는 물론 오류 수정 개수의 향상을 보였다. 특히 짝수행 집단의 증가폭이 컸는데, 
개별수행 집단이 각각 .96, 1.00의 향상을 보인 데 반해, 짝수행 집단은 각각 3.45, 3.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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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보였다. 세 번째 수행에서는 개별수행 집단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짝
수행 집단은 약간 감소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과제수행도를 나타냈다. 

한편, 각 수행 시기별로 두 집단의 과제수행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수행에서 두 집단
의 오류 발견 개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정확하게 수정한 오류의 개수는 짝수행 그룹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26). 두 번째 수행에서는 짝수행 그룹이 오류 발견 개수는 물론
(t = -2.504, p =. 018) 오류 수정 개수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p = .003)를 나타
냈다. 세 번째 수행에서는 첫 번째 수행과 마찬가지로 짝그룹의 오류 수정 개수만이 유의미
하게 높았다(p = .03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편집과제의 반복은 학생들이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
확하게 수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때 짝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 더 높은 
과제완성도를 보였는데, 그 효과는 특히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 
번째 수행과 세 번째 수행에서 볼 수 있듯이 설령 비슷한 개수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짝수
행 집단은 개별수행 집단보다 더 많은 오류를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었다. 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언어 형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이 과제를 혼자 수행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재완료 습득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앞선 결과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 3의 결과는 현재완료뿐만 아니라 내용 및 
다른 문법 사항에 대한 오류 발견 및 수정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완료 습득과 직접적으로 연
관짓기 어렵다. 이에 현재완료 오류만을 대상으로 두 집단의 오류 발견 개수와 수정 개수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표 4. 반복 시기와 협력 유무에 따른 과제수행도: 현재완료 오류 대상(총 5개)

집단
현재완료 오류 발견 개수 현재완료 오류 수정 개수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1 과제2 과제3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별수행
(n = 22) .73 .99 1.55 1.30 1.95 1.68 .18 .40 .77 1.15 1.32 1.52
짝수행
(n = 9) .33 .50 2.67 1.73 3.00 1.66 .33 .50 2.22 2.11 2.56 2.07

  두 집단 모두 편집과제를 반복함에 따라 현재완료 오류 발견 및 수정 개수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짝수행 집단의 경우 특히 두 번째 과제 수행에서 큰 폭의 향상을 보였는
데 이는 전체 오류를 대상으로 한 과제수행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짝수행 집단이 
두 번째 수행에서 과제수행도가 급격히 향상된 이유는 첫 번째 과제 수행을 통해 편집과제 
및 상호작용에 친숙해졌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매 과제 수행 시기별로 두 



조혜경·이진화 형태 초점 과제의 반복과 협력이 하위 수준 대학생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747

집단의 과제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현재완료 오류 발견 개수나 수정 개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편집과제의 반복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완료와 관련하여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제 반복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유사한 과제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인지적 부담이 줄어들어 목표 형태에 더 많은 주
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제 반복을 통해 증가된 현재완료에 
대한 주의 집중은 사후평가에서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제 반복과 달리, 
협력 유무는 현재완료 오류 발견 및 수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표 3에서 짝수행 집단의 오류 발견과 수정이 개별수행 집단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연결해 
보면, 짝과의 협업은 현재완료 이외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에 더 효과를 발휘한 것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된 짝수행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
과, 내용 오류에 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능숙도가 낮
은 학습자일수록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는 
VanPattern(1990)의 주장이나, 협력적 출력 과제 수행에서 형태통사적 측면보다 어휘에 초
점을 둔다는 Leeser(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전평가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
구의 참여 학생들은 현재완료 지식이 대체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짝과의 상호작용 및 비계
를 통해 현재완료 오류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수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결
과 사후평가에서 짝수행 집단과 개별수행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3 협력적 편집과제 수행에서의 개인별 과제참여도와 습득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현재완료 오류 발견 및 수정, 그리고 습득에 있어서 협력 효과가 미비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짝수행 집단을 대상으로 짝내에서의 개인별 과제참여도를 살펴보았
다. Storch(2007)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학습
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 각 학생이 발견하고 수정한 현재완료 오류 개수는 표 5와 같았다. 3회
의 편집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발견한 오류는 총 0~7개, 정확하게 수정한 오류는 
총 0~8개로 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편집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참여도와 현재완료 평가 점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6과 같았다. 우선 편집과제에서의 현재완료 오류 
발견 개수와 수정 개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r = .932, p = .001). 이것은 학생
들이 현재완료 오류를 발견하면 대체로 이를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완료 오류 발견 개수는 현재완료 사후평가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r = .480, p = .044). 즉, 현재완료 오류를 많이 발견한 학생일수록 사후평가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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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참여도에 따라 현재완료 습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현재완료 수정 개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사후
평가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27, p = .077). 짝 2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학
생 C는 3회의 편집과제 동안 총 1개의 현재완료 오류를 발견하였고 정확히 수정한 오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짝이었던 학생 D는 4개의 오류를 발견하고 2개를 수정하였다. 두 사
람의 사전평가 점수는 4점과 5점으로 비슷하나 사후평가 점수는 각각 5점과 10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과제수행 과정에서의 개별 참여도와 사후평가 점수 간에 관련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표 5. 짝수행 집단의 개인별 과제참여도와 현재완료 점수
현재완료 오류 발견 개수 현재완료 오류 수정 개수 현재완료 평가

과제1 과제2 과제3 합계 과제1 과제2 과제3 합계 사전 사후
PAIR 

1
A 0 0 2 2 0 0 1 1 0 10
B 0 2 0 2 0 0 1 1 8 9

PAIR 
2

C 0 0 1 1 0 0 0 0 4 5
D 1 1 2 4 1 1 0 2 5 10

PAIR 
3

E 0 0 1 1 0 0 0 0 6 9
F 0 3 2 5 0 3 3 6 2 10

PAIR 
4

G 0 0 0 0 0 0 0 0 4 6
H 0 2 1 3 0 2 0 2 8 10

PAIR 
5

I 1 4 2 7 1 4 3 8 5 10
J 0 1 3 4 0 1 2 3 4 7

PAIR 
6

K 0 0 1 1 0 0 1 1 4 4
L 0 2 1 3 0 0 1 1 6 5

PAIR 
7

M 0 1 3 4 0 1 3 4 2 10
N 1 3 2 6 1 3 2 6 5 9

PAIR 
8

O 0 0 0 0 0 0 0 0 5 10
P 0 0 1 1 0 0 1 1 5 5

PAIR 
9

Q 0 3 4 7 0 3 3 6 6 10
R 0 2 1 3 0 2 2 4 6 6



조혜경·이진화 형태 초점 과제의 반복과 협력이 하위 수준 대학생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749

표 6. 짝수행 집단의 개인별 과제참여도와 현재완료 습득 간의 상관관계
오류 발견 개수 오류 수정 개수 사전평가 점수 사후평가 점수

오류 발견 개수 1  .932**         .013         .480*
    (p =.001) (p = .958)    (p = .044)

오류 수정 개수            1        -.073         .427
(p = .774)    (p = .077)

사전평가 점수 1        -.062
   (p = .808)

사후평가 점수             1

반면, 현재완료 사전평가 점수는 오류 발견 개수나 수정 개수, 사후평가 점수와 거의 관
련이 없었다. 학생 F의 경우, 사전평가 점수는 10점 중 2점에 불과했으나 편집과제 수행과
정에서 5개의 현재완료 오류를 발견하였고 6개의 현재완료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사후평가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다. 반면, 짝이었던 학생 E는 사전평가 점수가 6점으로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오류를 발견하고 0개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사후평가 점수에서 
3점의 향상을 보였으나 학생 F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 형태에 대한 
사전 지식보다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목표 형태를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습득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하위 수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태 초점 과제의 하나인 텍스트 편집과제를 

3회 반복 수행하게 한 후 그 효과를 과제수행도와 현재완료 습득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이
때 협력 유무에 따라 과제 반복 효과가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과제 
반복 횟수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였고, 현재완료 습득에서도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다. 반면, 협력 유무는 과제수행도나 습득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
다. 즉, 짝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오류를 발견하고 수
정하는 데에 더 유리하거나 현재완료 습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짝활동에서의 
개인별 과제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편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류를 찾고 수정한 학
습자들일수록 현재완료 향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편집과제 효과를 조사한 기존 연구들이 목표 형태 습득 면에서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단발성 과제 수행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적 측면에서는 하위 수준 학습자들의 문법 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
다.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하위 수준 학습자들의 경우 형태 초점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
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학습자 간 협력보다는 과제를 반복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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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수 있다. 학생들은 과제 반복을 통해 과제에 친숙해지고 목표 형태에 더 많은 주
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형태를 더 잘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협
력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짝활동 참여도와 목표 형태 습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짝활동 시행 자체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짝활동에서 각 학생이 과제 수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
제적인 상호작용과 비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는 형태 초
점 과제를 시행하는 경우 개개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촉진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각 학생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일 요소를 배분
해 주거나 개인별로 발견해야 할 최소 오류 수를 정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적,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
저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에서의 현재완료 점수 향상도와 반복 횟수별 과제수행도의 변화를 
통해 텍스트 편집과제의 반복 효과를 측정하였다. 더 정확한 텍스트 편집과제의 반복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집단간 비교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하위 수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어 능숙도가 좀 더 높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연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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