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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자를 독려하고 학습 과정을 강화하는 중요

한 요소로 인정받아 왔다(Anderson, 1982). 특히, 작문의 교수·학습

과 관련하여 과정 중심의 수업과 장르 중심 수업 모두에서, 교사의 

작문 피드백은 중요한 비계 역할을 해 왔다(Hyland, K. & Hyland,

F., 2006: 1-2). 그러나 그간 교사의 작문 피드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연구와 실천을 위해 

어떠한 쟁점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된 바가 부족

하다. 특히 이미 수십 년의 관련 연구사가 쌓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대 국어교육과 BK21+사업팀 박사후연구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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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연구 동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명백하게 파악된 바

가 없다. 또한 제1언어와 제2언어 영역에서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정리된 바가 없다. 그러나 

Ferris(200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간 제1언어와 제2언어 모

두에 있어서 교사 피드백 효과와 관련된 논쟁들이 꾸준히 있어 왔

으며, 서로 상이한 연구 결과들 및 주장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

을 파악하되, 시기별 추이나 영역 간 차이 등 어떠한 변화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들을 

통해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의 주요 쟁점들을 이끌어내어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한편,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는 제1언어의 교

사 작문 피드백이지만 연구 동향 파악에 있어서는 제1언어와 제2언

어 영역을 두루 살피고자 한다. 그간 두 영역 간의 연구 결과들끼리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기에(Ferris, 2003), 어느 한 영

역의 연구 현황만으로는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온전히 살필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제1언어 영역의 

관점에서 쟁점들을 도출해 낼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작문 피드백 연구물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연구 현황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연구 현황을 분석하기에는 본 연구의 대

상인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작문 피드백과 관련

된 연구물의 절대적 수치 자체가 부족하였다.1) 둘째, 본 연구의 주

된 관심사는 단순한 현황 분석에 있다기보다는, ‘교사의 작문 피드

1) 국내의 경우, 한국학술정보와 누리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 입력을 통해 

나온 결과들 중에서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렸더니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망라하여 총 18편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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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쟁적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으나, 국내 연구물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사안들을 찾아보기 어려

웠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물들은 특정 피드백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기에(구민지·김원경, 2014 ; 남진숙, 2013 ;

심호남, 2015 ; 안미애 외, 2013 ; 이유림·김영주, 2013 ; 지현배·김영

철, 2012, 등), 연구물들 간에 특별한 논쟁이나 관계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셋째, 국내와 국외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 동향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형성되기보다는, 다소 별개로 형성되어 있어서 하

나의 연구에서 두 동향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연구 동향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연구 동향은 좀 더 많

은 연구 성과가 쌓인 후에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정리하는 일은 해당 분야

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연구자로서의 직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단지 직관에 의한 판단과 문헌 검토만으로 논쟁적 사안들

을 다루는 일은 자칫 자의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표제어 기반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도입

하여 연구 동향을 양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질적 문헌 고

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 동향 관련 연구물들이 좀 더 객

관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국외 연구물들의 표제어 빈도는 

시기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국외 연구물들의 표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의 어떠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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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국외 연구물들의 동향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무엇인가?

Ⅱ.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 현황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 국내의 

작문 피드백 연구물들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서 작문 연구의 현황과 관련하여 그간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연구 동향 분석’ 연구의 선행 연구 검토로서 필요한 

일이라 사료되므로, 그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실, 국내에서 작문 혹은 작문교육의 연구 현황들을 정리하였던 

연구 사례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박영목(2005), 박태호

(1999), 옥현진(2013), 이재기(2008), 이재승(200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문의 ‘연구 동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굳이 국내외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국외의 연구 동향들을 위주로 정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간의 국내 작문 

연구물들의 절대적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외에서 이

미 하나의 흐름을 이룬 연구 업적들을 국내에 소개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리하여 이들 연구 동향 분석들은 이후

의 작문 연구의 주요 기반들을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나 교수·학습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먼저, 박영목(2005)과 이재승(2005)은 가장 큰 틀에서 작문 연구

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론적 관점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두 연구 모두 작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론적 경향들을 정리하여 소개해 주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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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한편, 박태호(1999)와 이재기(2008)는 연구 동향을 살피

면서 특정 관점들의 속성을 더욱 구체화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박태호(1999)는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의 관점의 

차이가 작문교육의 이론 마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다루었다면, 이재기(2008)는 비판적 접근법과 수사적 접근법, 장르 

및 표현주의 접근법의 세 가지 가치론의 차이에 의거하여 작문교육

의 방향을 논하였다.

이렇듯,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작문 혹은 작문교육 연구를 대상으

로 상당히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2010년

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초점화된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는 추세다. 옥현진(2013)은 성인 문식성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박영민(2013)은 쓰기 과정 연구 방법론의 추이를 눈동자 

움직임 추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연구 동향

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동향을 분석하거나 작

문의 하위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도 좀 더 좁은 범위에서 구체

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사인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도 김경화(2011)에 의해 이루어

진 바 있다. 김경화(2011)는 해당 연구물들을 교수-학습 측면, 학습

자 측면, 기타 측면의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작문교육적 의의

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모두 국외의 연구 동향들을 다양한 초점들

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작문교육적 적용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들에서

는 대체로 직관적인 문헌 고찰의 방법론에만 의거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고, 연구물들의 분류 및 관계 분석에서도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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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구 동향 분석도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강범일·박지홍(2013), 김혜연·정희모(2015) 등에서 각

각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분석, 국내 작문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양

적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들에서는 연구물들

에 대한 질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문헌 고찰의 방법론을 함께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연구물들의 국외 현황을 확

인하고, 어떠한 논쟁적 사안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구물 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기반으로 논

쟁적 사안들을 도출한 후, 해당 사안들만 차후 질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과 문헌 고찰(literature review)의 방법을 통해,

양적, 질적 차원을 두루 고려한 통합적 설계가 적용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물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

보기 위해 최근 들어 자주 사용되어 온 방법론이다. 네트워크 분석

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일환으로, 정보 자체보다는 다양한 정보들 

사이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여 내용 간의 연결 및 맥락을 양적 차원

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곽기영, 2014 ; Scotson, 김광재 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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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존의 통계 분석 방법이 정보 자체의 양화를 추구하였다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정보들 간의 관계의 정도에 대한 양화를 추

구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

하는 데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강범일·박지

홍, 2013 ; 서은경, 2010 ; 이재윤, 2006, 2013).

문헌 연구의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온 문헌정보학 분야에

서는 연구 동향을 지적 구조(intellectual structure)의 차원에서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안해 왔다(이재윤·김희전·유종덕,

2010). 지적 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동시출현단어

분석(co-word analysis)과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이 연구 동향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다(강범일·박지홍, 2013: 197). 이 두 기법

은 표제어나 키워드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연구 동향

을 살펴보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빈도 분석에 비해 더욱 심도 깊

은 논의를 가능케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동시출현단어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 기법

의 일환으로, 이재윤(2006, 2013)에서 제안한 바 있는,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Networks)와 평행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Parallel Nearist Neighbor Clustering)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 이 두 기법은 다양한 연구물들 간 관계의 구조는 물

론, 그 강도까지 함께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즉, 연구물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멀거나 가까운지도 

고려할 수 있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중요하지 않은 관계들을 제

거함으로써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연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반면, 평행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이하 PNNC)은 더욱 근접한 

관계에 가중치를 두어 미시적이고 세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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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두 기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주요 요소들로 추출된 항목들에 대하여 다시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요소들의 중요도 역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대상이 차지하는 위상을 지표화

한 것이다. 이재윤(2013)에서는, 전체 구조 내에서의 위상을 의미하

는 전역 중심성과, 근접한 관계들 사이에서의 중심성을 일컫는 지역 

중심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역 중심

성 차원으로는 삼각매개중심성(triangle betweeness centrality) 지

수를, 지역 중심성으로는 최근접이웃중심성(nearist neighbor

centrality)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표제어만을 기반으로 한 양적 차원

의 분석에 해당하므로, 실제 연구 동향을 의미 있게 파악하기 위해

서는 질적 차원의 연구물 분석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파악한 몇몇 이슈들을 중심으로 개별 연구물들 간

에 어떠한 논쟁과 문제제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

로 그러한 이슈의 중심에 놓여 있는 연구물들이 문헌 고찰

(literature review) 방법에 의해 선택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문헌 고

찰이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논문, 저서, 보고서, 자료 등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많은 연구들에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때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물들을 일차적으로 체계화한 후 그 과정에서 선별

된 자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질적 차원의 문헌 고찰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헌 고찰보다 더욱 엄정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

이다.2)

2) 문헌 고찰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의 방법론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방법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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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전처리

자료의 수집은, EBSCO와 JSTOR, ProQuest Central의 데이터베

이스에서 검색어 입력을 통해 1차 결과를 얻은 후, 이에 대한 직접 

검토를 통해 ‘교사의 작문 피드백’과 직접 관련 있으면서도 믿을 만

한 출처의 연구물들을 추려냈다.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이 된 논문의 

총수는 107편이 되었으며, 모두 8개 저널3)에 분포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문헌 고찰의 과정에서는 논

쟁적 사안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 저서 및 편저

들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들이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물들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인용되고 의미 있게 다루어진 연

구물들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 포함하게 된 셈이다. 또한 이 연구에

서는 공식적으로 출판된 논문 및 저서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학

위논문은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논문에서 표제어들을 추출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미 많은 수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물들에

서 ‘표제어’를 동향 분석의 주요 자료로 삼아왔다(강범일·박지홍,

2013 ; 서은경, 2010 ; 이재윤·김희전·유종덕, 2010). 이들이 주로 표

제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키워드에 비해 논문의 특징을 

더욱 상세하게 드러내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과거에 출간된 논문들에서는 키워드를 제공하지 않은 

용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3) 『Assessing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ELT Journal』,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Learning and Instruction』,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TESOL Quarterl

y』의 8개 저널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검색으로 찾은 주요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더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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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표제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석을 위하여 표제어들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은 양

적 동향 분석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

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다(강범일·박지홍,

2013 ; 서은경, 2010). 전처리 작업의 기준들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사는 to 부정사나 진행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

우 동사원형을 대표형으로 하여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였다. 또한,

의미상 유사한 단어들의 경우, 차이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대체로 그

대로 두었으나, rough draft와 first draft, pattern과 type, novice와 

basic writer 등 관용적으로 상통할 수 있는 몇몇 표현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코딩 및 분석의 편의상, 긴 표현을 짧게 줄이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error는 늘 철자나 문법상의 오류를 일컫는 

것으로만 등장하였기에, linguistic error는 error로 줄여 코딩하였다.

또한, be 동사, 전치사, 관사 등은 대부분 삭제하였으나, against나 

versus처럼 표제어 간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몇몇 특수한 경우는 

포함시켰다.

한편, 표제어뿐만 아니라 출판연도, 저널, 제1언어 혹은 제2언어 

영역 여부 등의 정보들도 각 논문 별로 수집하여 분석에 포함시켰

다. 특히, 출판연도는 연구 현황의 시기별 비교 분석을 위하여, 그리

고 제1언어/제2언어 영역 여부는 영역별 비교 분석을 위하여 연구물

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코딩되었다. 한편, 분석 과정을 돕기 위한 프

로그램들을 활용하였는데, 중심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을 생성하는 데에는 WNET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시각화에는 

NodeX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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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표제어의 빈도 분석 결과

1) 표제어의 총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107편의 논문들에서 추출된 표제어들의 총수는, 중복 등장한 경우

를 모두 포함하여 746개였다. 이들의 출현 빈도수를 총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순위 빈도 표제어 순위 빈도 표제어

1 51 student 2 45 writing

3 43 feedback 4 38 teacher

5 32 response 6 25 L2

7 21 written 8 15 effect, class

9 13 comment, revision 10 12 assessment

11 7
writer, error,

correction, practice
12 6

electronic, pattern, research,

reader, peer, learning,

corrective_feedback,

composition

13 4

text, formative,

secondary, college,

review, interaction,

context, use, efficacy,

learner

14 3

impact, get, grammar,

perspective, perception,

explore, reaction,

conversation, two,

comparison, conception,

model, instruction

<표 1> 빈도 3회 이상 표제어들

<표 1>에 따르면,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연구들의 표제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상위 10위권 용어들에는, student,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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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teacher, response, L2, written, effect, class, comment,

revision, assessment 등이 있다. 이때, 상위 10위권 용어들 중,

feedback, response, comment는 모두 교사 피드백을 가리키는 용어

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L2가 상당히 높은 빈도

로 사용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빈도 내역만으로는 실제 연구물들에서 어떠한 맥

락 하에 표제어들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 

<표 2>의 가중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함께 따져봄으로써 어떠한 맥

락에서 표제어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중 네트

워크 분석이란, 각 표제어들 간에 단순히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

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관계의 강도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

법을 의미한다(이재윤, 2013). 즉, 해당 네트워크에서 대상이 차지하

는 위상을 지표화한 것이다. 이러한 가중 네트워크 지표들은, 네트

워크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전역중심성과, 지엽적 연결에

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역중심성으로 주로 구현된다. <표 2>에서

는 표제어 간 코사인유사도 값을 기반으로 하여, 전역중심성 지수로 

삼각매개중심성(TBC) 지수를, 지역중심성 지수로는 최근접이웃중

심성(NNC)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최근접이웃(NNs) 표제어, 즉 

가장 빈번하게 함께 나타난 표제어도 산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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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순 표제어 rTBC(0～1) rNNC(0～1) NNs

1 student 0.60808 0.04444 teacher

2 writing 0.49596 0.02222 L2

3 feedback 0.58687 0.02222 written

4 teacher 0.59697 0.06667 student

5 response 0.26364 0 student

6 L2 0.42424 0.04444 writing

7 written 0.21111 0.06667 feedback

8 effect 0.1899 0.06667 impact

9 class 0.2798 0.04444 L2

10 comment 0.12727 0 teacher

11 revision 0.24444 0 effect

12 assessment 0.07879 0.04444 learning

13 writer 0.08182 0.02222 impact

14 error 0.03636 0.02222 correction

15 correction 0.04242 0.04444 grammar

16 practice 0.03838 0 conception

17 electronic 0.05455 0 effect

18 pattern 0.09293 0.02222 corrective_feedback

19 research 0.0303 0 written

20 reader 0.04444 0.02222 perspective

21 peer 0.07071 0.04444 review

22 learning 0.03939 0.02222 assessment

23
corrective_feedba

ck
0.02727 0.02222 pattern

24 composition 0.07374 0 teacher

<표 2> 빈도수 상위 24개 표제어의 rTBC, rNNC, NNs

<표 2>는 표제어의 총 빈도수의 순위에 따라 24위까지의 표제어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표제어 별로 전역중심성 지수와 지역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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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수,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동시출현한 표제어들이 나타나 있

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출현한 student의 경우 전역중심성 역시 

가장 높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중심성 지수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

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지엽적 연결에서는 다소 중심성이 떨어진다.

즉, student는 빈도 자체도 높지만, 여러 표제어들과 두루 함께 나타

나는 성질이 강하며 특정 표제어들과 집중적으로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 경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written은 전역

중심성은 높지 않지만 지역중심성이 매우 높다. written의 최근접이

웃 표제어가 feedback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표제어로서

의 written은 대체로 written feedback의 형태로 주로 나타났다. 이

렇듯 전역중심성이나 지역중심성을 고려하면, 표제어들이 어떤 표

제어와 가장 빈번하게 동시출현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혹은 지

역적으로 출현빈도가 달라지는지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 1>과 <표 2>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구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feedback의 최근접이웃 

표제어가 written일뿐만 아니라, written의 최근접이웃 표제어도 

feedback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표제어 간의 관계가 상당히 밀

접함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들이 말 

피드백(spoken feedback) 형태보다는 글 피드백(written feedback)

형태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빈도수는 낮아도 표제어들 중에 

conversation(3회)이나 conference(2회) 등 말 피드백 형태와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글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즉, 학생 작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은 형태상으로도 글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둘째, revision의 최근접이웃 표제어가 effect라는 점에도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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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여기서 revision은 주로 교사의 피드백 이후 학생이 스

스로 글을 수정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effect가 

revision과 최근접이웃 관계라는 점은, 학생의 글 수정에 교사 피드

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많은 연구물들의 관건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논의들은 시기 구별 없이 모든 대상 연구물들의 표제어들

을 한꺼번에 처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관계들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물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포괄적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연구 동향 흐름을 파악하

기는 어렵다. 이에, 2)항에서는 본격적으로 출판년도에 따라 연구물

들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기에 따른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시기별 표제어 빈도 현황 비교 분석 결과

1)항에서는 107편의 표제어 모두를 대상으로 표제어 빈도와 중심

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1)항에서는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라면, 2)항에서는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어떠

한 흐름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에서, 연구사적 추이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시기별 표제어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들 표제어들의 출현 

빈도를 두 시기로 구별하였다.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의 동

향을 구별하기 위하여 시기 구별의 기준은 2000년으로 잡았다.4) 그

리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107편의 연구물들을 연도순으로 정리

4) Hyland와 Hyland(2006) 역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피드백 연구 관련 경향 변화에 대

해 논한 적 있다는 점에서, 2000년을 시기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일은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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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첫 시기에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의 총 43편의 연구물들

이 포함되었으며, 둘째 시기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64편

의 연구물들이 포함되었다. 편의상, 앞으로는 첫 시기를 1980-90년

대로, 둘째 시기를 2000년대로 표기하고자 한다. 두 시기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1980-90년대 빈도 2000년대

32 feedback

28 student

25 writing

student 23

writing, teacher 20

response 18 teacher, L2

15 written

14 response

feedback 11

comment 10 class

9 assessment, effect

L2 7 practice, revision

written, revision, effect 6 error, corrective_feedback

class 5 pattern, peer, learning, electronic

reader, composition 4 writer, secondary, use, correction

text, research, writer, assessment,

correction
3

formative, review, learner, research,

perception, interaction, context, comment,

efficacy, conception, college

paper, grammar, individual, college,

first_draft, reaction, against, conference,

input, case, exploration

2

<표 3> 표제어 출현 빈도의 시기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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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비교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제어의 총 개수를 

양쪽 시기에서 비슷하게 추출한 결과, 1980-90년대의 표제어들은 2

회부터 23회까지 총 29개가 포함되었으며. 2000년대의 표제어들은 3

회부터 32회까지 총 32개가 포함되었다. 두 시기의 표제어 빈도수의 

절대량 차이는 두 시기의 논문 편수 차이(43편/ 64편)와 관련이 있

어 보인다.

표제어 빈도수의 시기별 비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

다. 우선, 1980-90년대와 2000년대에서 ‘교사의 작문 피드백’을 지칭

하는 용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1980-90년대에는 ‘response’가 총 

18회(4위)로, 해당 용어들 중에서 가장 고빈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eedback’은 총 11회(5위) 나타났다. 바로 뒤를 이어 ‘comment’가 

10회(6위)의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feedback’이 32회(1위)로 월등히 많아졌으며, ‘response’는 14회(6위)

로 횟수 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는 빈도수가 많이 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omment’는 3회(13위)로 1980-90년대와 

비교했을 때, 그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 셈이다. 특히, 2000년대에는 

‘corrective feedback’의 구체화된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를 별도로 코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feedback’의 총 빈도는 38

회나 다름없으며, 이는 빈도수 2위인 ‘student’와도 10회 가량 차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드백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에 있어서 1980-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90

년대에는 ‘feedback’과 ‘comment’도 상당수 나타났으나 ‘response’라

고 표현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차이도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feedback’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단연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확연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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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학교급별 표제어 빈도 현황 비교 분석 결과

한편 다음 <표 4>를 통해, 제1언어와 제2언어 영역에서 각각 얼

마나 많은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엄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영역별 구분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구분 역시 포함시켰다.

영역 학교급 1980-90년대 2000년대

L1

중등 6 5

대학 19 12

구별 없음 4 3

L2

중등 - 4

대학 11 31

구별 없음 1 4

L1 - L2

중등 - 1

대학 1 -

구별 없음 1 4

총계 43 64

<표 4> 영역별, 학교급별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물 수 현황

<표 4>에서는 각 연구물들을 제1언어나 제2언어 영역인지, 혹은 

제1언어와 제2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구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의 차원인지에 따

라서도 구별하였다. ‘구별 없음’은 실증 연구가 아닌, 이론적 차원의 

연구들에 해당한다.

제1언어 혹은 제2언어 영역과 학교급별 연구물 현황의 시기별 비

교 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피드백 관련 연구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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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차이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두드

러지며, 특히 2000년대에 제2언어 피드백 연구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 3>을 통해서도, 표제어에서 

L2가 나타난 빈도는 1980-90년대에 7회인데 반해 2000년대에는 18

회로서,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표 

4>를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물 수가 1980-90년대에는 총 29편인데 반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편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대의 총 연구물 수가 큰 폭

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비율적으로 보면 더욱 편차가 크다. 반

면에, 제2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물 수는 1980-90년대에 

12편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9편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또한 중등교육 부문의 제2언어 영역의 연구물 수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1980-90년대에는 대학 글쓰기 부문의 제2언어 교사 

피드백만 다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등교육 부문의 

제2언어 교사 피드백도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2언

어 영역에서 연구 대상의 폭이 2000년대에 더욱 확장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추세들을 종합해 볼 때, 1980-90년대에는 제1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

어서면서 그 중심이 제2언어 영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

울러, 1980-90년대에 제2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들은 대

체로 대학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 연구에 치중해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중등교육 차원은 물론, 이론적 차원, 그리고 제1

언어와 제2언어의 비교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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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어 간 관련성 및 군집 분석 결과

1절에서는 주로 표제어의 빈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작

문 피드백 연구물들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가중 네트워크

(PNNC)와 빈도 분석의 결과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Networks)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표제어들 간의 더욱 본격적인 관

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시기별 비교 분석의 연장선

상에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이하 PFNets) 분석 역시 1980-90년대

와 2000년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1) 1980-90년대 표제어의 PFNets 분석 결과

다음 [그림 1]은 1980-90년대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물 표제어

들의 PFNets 분석 결과이다. 연결선은 관계의 중심성에 따라, 노드

의 크기는 총 빈도수에 따라, 그리고 노드의 모양은 군집에 따라 다

르게 결정되도록 하였다. 군집의 결정은 가중 네트워크에 의거한 중

심성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표 5>는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군집 결과만 별도로 모아

놓은 것이다. 1980-90년대 표제어들은 총 여섯 개의 군집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 군집 내에서는 총 빈도 수 순서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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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0-90년대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물 표제어의 PFNets

군집 군집별 표제어

군집1
student, teacher, writing, response, feedback, comment, effect,

paper

군집2
L2, class, correction, against, case, college, conference,

grammar, input

군집3 written, individual

군집4 revision, assessment, text, first_draft

군집5 reader, research, writer

군집6 composition, exploration, reaction

<표 5> 2회 이상 출현 표제어의 군집 결과(1980-90년대)

[그림 1]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군집을 중심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 중에서 빈도수가 적어서 의미부여하기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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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 군집3, 군집5, 군집6을 제외한 나머지 

군집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군집1은 고빈도 표제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의 대상인 ‘피드백’을 가리키는 주요 세 용어들, 즉,

response, feedback, comment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림 1]

에서 ‘effect’가 ‘student’와는 간접적 관계만 가지고 있지만 ‘teacher'

와 별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 피드백의 

효과가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연구 분야를 이루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군집2에는 해당 군집 최고빈도 표제어인 L2를 중심으로 나머지 표

제어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L2를 중심으로 다시 둘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input’과 ‘conference’가 하나의 그룹으

로, 그리고 나머지 표제어들이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있다. 특히,

후자 그룹의 중심에는 다시 ‘correction’이 놓여 있으며, 나머지 표제어

들 중에서도 ‘grammar’와 ‘case’, ‘against’가 좀 더 가깝게 연결되는 것

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집2 결과에 따르면, 제2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들이 주로 대학교육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문

법 및 오류 수정과 관련된 피드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군집4는 ‘revision’, ‘assessment’, ‘text’, ‘first_draft’를 포함하고 있

으며, 이들은 대체로 제1언어 영역에서 교사의 피드백에 의거하여 

학생이 초고를 수정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

에서는, 교사 작문 피드백이 일방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완성고보다는 초고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학생

의 글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each, 1979 ;

Bernhardt, 1988 ; Beason, 1993 ; Conrad & Goldstein, 1999). 그러

므로 군집4의 논의들은 특히 제1언어 영역에서 교사 피드백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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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지향해야 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고 볼 수 있다.

2) 2000년대 표제어의 PFNets 분석 결과

앞서, 1980-90년대의 PFNets 분석 결과를 통해, 총 6 군집으로 분

류된 표제어들 간의 관계들을 정리해 보았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의 표제어들 간의 관계들을 PFNets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그

림 2]와 같다. 한편, <표 6>은 군집 결과만 별도로 모아놓은 것으로,

총 빈도수 순서로 나열하였으며, 2000년대 표제어들은 총 열 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그림 2] 2000년대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물 표제어의 PF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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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군집별 표제어

군집1 feedback, written, perception

군집2 student, teacher, response

군집3

writing, L2, class, revision, corrective_feedback, pattern, writer, comment,

context, research, across, case_study, college, communication,

composition, conversation, direct, education, evidence, focus, get, impact,

issue, message, new, scaffolding, what

군집4 assessment, learning

군집5 effect, electronic

군집6 practice, secondary, conception

군집7 error, correction, efficacy, accuracy, belief, improvement

군집8 peer, review

군집9 use, learner, two

군집10
formative, interaction, based, Chinese, comparison, dialogue, explore,

informal, instruction, model, perspective, reader

<표 6> 2회 이상 출현 표제어의 군집 결과(2000년대)

[그림 2]의 PFNets 분석 결과 역시 군집을 중심으로 해석 가능하

며, 다소 많은 군집 결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연구 분야

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군집1, 군집3, 군집7, 군집10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

행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1은 2000년대 표제어들을 통틀어서 최고빈도인 ‘feedback’을 

포함하고 있으며, ‘written’도 여기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1절 1)항에서 ‘written’은 ‘feedback’과 밀접

한 동시출현 관계가 있다고 파악되었던 점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피드백의 형태에 따라 말의 형태와 글의 형태로 나눌 때,

교사의 작문 피드백은 주로 글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림 2] 결과는 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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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80-90년대와 달리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written’이 오직 

‘feedback’과의 관계만을 별도로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

해, 1980-90년대에는 ‘작문 피드백’이라고만 지칭했던 것을 2000년

대로 접어들면서 작문 피드백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형태인지를 더

욱 구체적으로 밝혀 적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L2’를 포함하고 있는 군집3은 총 27개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군집이라는 점에서, 1980-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면

서 제2언어 관련 연구들이 더욱 다양한 하위 분야들을 개척하였음

을 짐작케 한다. 특히 1절 2)항의 <표 4>를 통해, 2000년대로 들어

서면서 제1언어 관련 연구들이 줄고 제2언어 관련 연구들이 대폭 증

가하였다는 결과와 연동하여 해석하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2

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들이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분

야 확대의 양상도 보이는 셈이다.

한편, 군집7은 ‘error’, ‘correction’, ‘efficacy’, ‘accuracy’ 등 

1980-90년대에는 군집2에서 ‘L2’와 함께 군집을 이루었던 표제어들

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즉, (언어적) 오류 교정에 해당하는 교사 

피드백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좀 더 강화되어 별도의 군집을 이

루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오류 교정의 피드백들은 여전히 제

2언어에 거의 국한된 주제이기는 하나, 2000년대 이후 제2언어 피드

백 연구의 심화·확대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전형적 연구 영역들 역

시 함께 확장되면서 별도의 군집으로 구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집10은 2000년대 이후 피드백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되거나 강화된 관점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formative’는 여러 문헌들에서 ‘formative feedback’ 혹은 

‘formative assessment’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였는데, 피드백이 일회

성에 그치거나 완성고에 대한 최종 평가의 의미로 수행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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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평가’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한편,

‘interaction’, ‘dialogue’, ‘informal’ 등의 표제어들은 교사와 학생이 글

을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서 피드백을 탐구하는 일련의 

관점들과 관련된다. 이렇듯, 군집10에 포함된 표제어들을 통해 2000

년대 이후 피드백에 대한 관점의 일부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 1980-90년대와 2000년대의 표제어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

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가능하다. 첫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기 다르게 표현된 용어들이 점차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대상을 더욱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

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연구 분야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앞서 빈

도 분석을 통해 제2언어 영역 작문 피드백 연구의 양적 성장을 확인

하였다면, PFNets 분석을 통해 그 질적 심화 및 다양화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반해, 제1언어 영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

적 약세는 물론 질적으로도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3. 교사 작문 피드백의 주요 쟁점 정리

지금까지 빈도 분석과 PNNC, PFNets 분석 등을 통해 교사의 작

문 피드백 연구물 현황을 1980-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별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이러한 양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

로,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 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

지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쟁점들과 관련되는 주요 논저들에 대한 

선택적 문헌 고찰을 통해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1언어 영역에서 용어 정립

의 문제, 그리고 제1언어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의 약세, 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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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잡아 심화 논의하고자 한다.

1) 제1언어 영역에서 용어 정립의 문제: ‘반응’과 ‘피드백’

1절 2)항의 <표 3>의 결과 해석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교사의 

작문 피드백을 가리키는 용어들로 ‘response’, ‘feedback’, ‘comment’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 정립의 문제를 

기존 국내 연구물들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제1언어 영역

에서만 용어 정립의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그 대표적인 논저들로 

김정자(2010, 2011)와 김경화(2011)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반

응’이라는 용어를 대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물들의 

추이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김정자(2010, 2011)에서는 반응(responding)이 평가

(evaluating)나 교정(correcting), 첨삭과 다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작문 지도에서는 교사의 ‘반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정자(2010)에서는 교사의 반응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판단

이기보다는 중간 과정에 개입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글의 질 향

상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평가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물론 

‘반응’이라는 표현이 ‘평가’나 ‘교정’보다 더욱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제로 ‘반응’이라고 표현한 다른 연구자들이 

이를 ‘평가’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절의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1980-90년대 제1언어 교사 

피드백 연구물들에서는 주로 ‘반응’이라는 용어를 즐겨 쓴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Anson(2000), Murphy(2000), Sommers(1982),

Straub(1996), Straub과 Lunsford(199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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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가와 교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사의 언급들을 모두 

‘반응’이라는 범주로 다루고 있으며 초고와 최종고에 대한 언급도 

용어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제2언어에서 교사의 오류 교정에 관심

이 많았던 Ferris(1995, 2003)도 이를 ‘반응’으로 명명하였던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들은 ‘반응’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교사 피드

백과 차별되는 무언가로서 규정하였다기보다는, 교사 피드백을 언

급하는 일반적인 명명으로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실제 연구자들은 ‘반응’이라는 용어를 피드백(feedback),

논평(comment) 등과 특별한 의미 차이를 두지 않은 채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동일한 연구자의 연구물 간에

도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Straub은 1996년

과 2000년 연구에서는 반응(response)이라 명명하였지만, 1997년 연

구에서는 이를 논평(comment)이라 명명하였다. 제2언어 영역에서 

교사 피드백에 관한 연구들을 다수 진행해 온 Ferris의 경우, 1995년

과 2003년에는 반응(response)을, 공동연구인 1997년도 연구에서는 

논평(comment)을, 그리고 2012년도 연구에서는 피드백(feedback)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용어를 달리 씀으로써 서로 다른 

개념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반응’이라는 개념이 ‘평가’나 ‘교정’

을 배제한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김경화 역시 ‘반응’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김정자와 유사하지만, 김정자(2010, 2011)는 의미의 차이를 더욱 강

조하고자 하였던 데 반해, 김경화(2011)에서는 혼용되는 표현들 중

에서 대표적인 성격으로 통일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경

화(2011)에서는 실제 연구자들이 의미 구별을 하지 않은 채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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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응’이라는 

표현이 교사 피드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적합한지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드백’은 ‘반

응’이나 ‘논평’보다 더 많이 선호된 용어였다. 심지어, <표 3>의 시

기별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서

면서 그 빈도수가 월등히 높아졌다. 1980-90년대에는 ‘반응’이 ‘피드

백’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피드백’이 압도

적인 차이로 가장 자주 사용되었고 ‘논평’은 크게 줄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황 결과를 고려할 때, 교사가 학생들의 작문에 

대해 언급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반응’으로 명명하는 일이 자칫 국

제적 흐름과 어긋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반응’, ‘피드백’, ‘논

평’ 등의 용어 사용은 해당 현상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

제와 결부되며, 연구자의 관점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쉽게 판

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Straub과 Ferris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 제1언어와 제2언어 영역의 대표적인 작문 연구자들임

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자 모두 반응과 피드백, 논평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언급 없이 혼용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 연구자들이 관

점에 따라 명백히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최근 논의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피드백’을 이에 대한 대표 용어로 

사용하는 일이 관점의 차이를 묵살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반응’을 용어로 사용하는 일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피드백 관련 

연구 분야가 심화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교사의 작문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

들의 하위 분야로서, ‘교사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 연구물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반응’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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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reaction’(<표 5> 참조)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어로는 ‘response’와 

‘reaction’을 구별하여 명명하기가 어렵고, 구별한다 해도 자의적일 

수 있다. 심지어 국외 문헌에서조차도 Gee(1972)의 ‘교사 논평

(comment)에 대한 학생의 반응(response)’이라는 연구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교사가 아닌 학생 입장에 대해서도 ‘response’를 사용

하기도 하였다.

물론 ‘feedback’을 국내에서도 여전히 ‘피드백’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반응’이 ‘피드백’의 

국역 용어가 되기에는 이미 앞서 논의된 바들을 고려할 때 여러모

로 무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학 일반 분야는 물론 국어교육 분

야에서도 이미 ‘피드백’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 제1언어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의 약세

앞서 1절 2)항의 <표 4>를 통해 제1언어와 제2언어 영역에서 교

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물의 양적 추이가 1980-90년대와 2000년대의 

시기별로 어떠한 달라지는지 제시하였다. 또한 2절의 PFNets 분석 

결과를 통해, 제2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물들이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다양한 하위 분야들을 개척하였음을 확인하

기도 하였다. 반면,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들은 

1980-90년대에는 작문 피드백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여러 논

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으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심의 자리에

서도 밀려나고 논쟁적 성격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작문 피드백 영역의 주요 논쟁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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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언어 연구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듯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가 약세로 접어들

게 된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들 영역들 내에서 어떠한 쟁점들

이 이슈화되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80-90년대의 

논쟁의 중심에 섰던 제1언어 교사 작문 피드백의 쟁점은, ‘교사 피드

백의 효과’와 관련된다. Sommers(1982)는 당시 제1언어 교사들이 

수행해 온 작문 피드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사 피드백이 “자

의적”이고 “지나치게 적대적”이라고 보았다(Sommers, 1982: 149).

또한 Brannon과 Knoblauch(1982)는 그동안 수행되어 온 교사 피드

백 연구물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교사 피드백 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피드백을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거나,

반영하여 수정하더라도 반드시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이 두 논문은 이후 미국의 작문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미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들에서는 내용 피

드백 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졌고 맞춤법 교정은 지양의 대상이 되었

으며 지나치게 선생다운(teacherly) 피드백도 자제하도록 권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 초창기의 문제 제기에 이어, Sperling과 

Freedman(1987)은 Sommers(1982)가 제기하였던 ‘교사-학생 간 오

해’의 문제 제기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Straub(1996, 1997, 2000)은 제1언어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Knoblauch와 

Brannon(1984)이 제안하였던 지시하는(directive) 피드백과 지지하

는(facilitative) 피드백의 이분법적 접근 대신,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

함을 밝혔다. 특히 Straub과 Lunsford(1995)의 연구는 반응 스타일,

주요 기능, 교사의 통제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복합적인 분류를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1980년대 초반의 제1언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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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지시하는 교사 피드백 대신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피드백

이 될 것을 주장해 왔다면, Straub의 일련의 연구들은 교사 피드백

이 양 극단으로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Straub 역시 교사-학생 간 

대화로서의 피드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대 초반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이렇듯, 1980-90년대 제1언어 영역에서 

이루어진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들은, 이상적인 글을 상정한 채 

절대적인 잣대를 내세우는 피드백을 지양하고, 한 명의 독자로서의 

시각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피드백을 추구해야 한

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제2언어 영역에서도 교사의 작문 피드백 연구가 이루어졌으

나 1980-90년대만 해도 논쟁의 중심에 설 만큼은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제1언어의 연구물들을 참조하거나 기반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많았고 독자적인 이슈가 크게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그러

나 Truscott(1996, 1999)과 Ferris(1999)의 논쟁은 제1언어와 별도로 

제2언어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논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을 제

공하였다. 논쟁의 시발점이 된 Truscott(1996)의 연구에 따르면, 오

류를 교정하는 종류의 피드백들은 거의 효과가 없으며, 학생들이 글

에 대한 저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사실상,

제1언어 영역에서는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교정 피드백에 대해 강

하게 비난하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Truscott의 주장은 

제1언어 영역의 주장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Ferris(1999)는 Truscott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2언어 영역

에 관한 한 교정 피드백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후속 연구들(Ferris & Roberts, 2001 ; Ferris, 2006)

을 통해, 오류에 대한 교정 피드백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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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지, 그리고 단기-효과와 장기-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후 Bitchener(2008), Ellis 외(2008) 등에

서는 Ferris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드백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초점화(focused) 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를 검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1언어 영역에서는 Straub 이

후 이렇다 할 만 한 생산적인 논쟁이나 이슈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던 데 반해, 제2언어 영역에서는 피드백의 구체화 정도(explicit/

implicit), 효과의 즉시성(short-term effect/ long-term effect), 피드

백 제시 방식(feedback only/ meta description), 초점화 여부

(focused/ unfocused) 등 다양한 이슈들을 생산해냈다. 이러한 현상

은 작문 연구 전반에 걸쳐 제2언어 연구물들이 약진해 올라온 점에

도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제1언어 영역의 쟁점이 제2언어 영역에 

비해 다소 덜 논쟁적이었던 점도 한몫하리라 추측된다. 논쟁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등 명료한 결

과물들의 대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1언어 영역에서는 주로 

문법 단위 이상을 문제 삼기 때문에, 작문 피드백과 그 효과, 그리고 

수정에 의한 질 향상 등에 있어서 명료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즉, 제2언어 영역에 비해 제1언어 영역은 피드백의 ‘효과’를 명

료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Hyland와 Hyland(2006)가 지적한 

대로, 제1언어의 작문 피드백이 제2언어에 비해 좀 더 심리적 요인

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도 제1언어에서와 제2언어에서의 피드

백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피드

백에 대한 태도, 차후 처리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연구에서 제1언어와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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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따라 어떠한 논쟁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제1언어 영역에서 

작문 피드백에 대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난점이 존재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물론 상기 언급한 난점들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약세로 돌입

하게 된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언어 영역의 연구물

들이 절대적 수치와 상대적 수치가 모두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이와 별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전

히 제1언어 작문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 글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마치 교

사의 작문 피드백이 제1언어 영역에 비해 제2언어 영역에서 더욱 유

효하고 필요하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주

장들의 대립을 보였던 제2언어 영역과 달리, 제1언어 영역에서는 

1980-90년대의 교사 피드백에 대한 비판 이후로 딱히 그에 대한 논

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립적 주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결국, 제1언어 영역에서 교사의 작문 피드백의 효과와 관

련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며, 더욱 많은 연구들이, 더욱 다

양한 관점 하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작문교육에서 피드백은 단지 평가나 수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

수-학습의 바람직한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작문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중시한다

는 점에서 피드백이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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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특히, 학생의 글에 대

한 피드백 중에서도 교사의 피드백은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작문교육의 현장에서 피드백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정립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사의 작문 피드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

의 일환으로서, 네트워크 분석과 문헌 고찰의 두 방법론을 병행하여 

양적 현황 분석을 시도함은 물론, 질적 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표제어 기반 양적 분석을 통해 1980-90년대와 

2000년대의 현황 사이에는 연구물의 절대적 수치의 차이뿐만 아니

라, 연구 동향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대표적으로, 1980-90년대에는 ‘반응’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던 

데 반해, 2000년대 이후에는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한편, 시기별, 영역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언어 영역에

서는 연구물 수는 물론 표제어 동향에서도 연구의 폭이 줄어들었던 

데 반해, 제2언어 영역에서는 연구가 양적으로 많이 확장되는 양상

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PFNets 분석을 시기별로 수행

한 결과에서는 제2언어 영역의 표제어 결합 관계가 더욱 다양화 되

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욱 다양한 표제어들과 결합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양적 팽창에 이어 질적 

심화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양적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쟁점들에 대한 

별도의 질적 문헌 고찰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용어 정립 문제, 그

리고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가 점차 약화되어 온 과

정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러나 제1언어 영역의 

교사 작문 피드백은 여전히 작문교육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

에서 연구의 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여 좀 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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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덧붙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한다면,

양적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결론들을 도출해 내는 일이 

엄밀성과 객관성의 추구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각 연구물들의 철학

적 배경이나 접근법 등 온전한 질적 논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에서 모든 부분

을 아우를 수 없다는 점, 기존 연구 현황 분석들이 다소 자의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할 때 하나의 보완적 방법론으로서 기능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화와 엄밀성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이끌

어내기 어려운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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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사의 작문 피드백 관련 국외 연구 동향 및 주요 쟁점

- 네트워크 분석과 문헌 고찰의 적용 -

김혜연

이 연구는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되, 시기별 추

이나 영역 간 차이 등 변화나 차이에 주목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교사의 작문 피드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

로서, 네트워크 분석과 문헌 고찰의 두 방법론을 병행하여 양적 동향 분석을 시

도함은 물론 질적 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제어 기반

양적 분석을 통해 1980-90년대와 2000년대의 현황 사이에는 연구물의 절대적

수치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구 동향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80-90년대에는 ‘반응’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던 데 반해, 2000년대

이후에는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한편, 시기별과 영역별 빈도 분석

을 함께 실시한 결과, 제1언어 영역에서는 양적으로 축소된 반면, 제2언어 영역

에서는 양적으로 많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PFNets

분석을 시기별로 수행한 결과에서는 제2언어 영역의 표제어 결합 관계가 더욱

다양화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욱 다양한 표제어들과 결합하는 양상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양적 팽창에 이어 질적 심화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적 동향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쟁점

들을 바탕으로 질적 문헌 고찰이 실시되었으며, 용어 정립 문제 및 제1언어 영역

의 교사 작문 피드백 연구 약세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제어] 작문, 피드백, 교사, 네트워크 분석, 연구 동향, 제1언어,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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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teachers' written feedback

- Network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

Kim, Hye-You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teachers' written feedback in terms of differences according to period and

territory. To conduct a theoretical examination, network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were applied so that conditions were applicable for

perform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From this, it was

proved that there we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he 1980-1990 period and

the post-2000 period. For example, the term “response” was most often used

in the 1980-1990 period, whereas the term “feedback” was more commonly

used in the post-2000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by period and territory, research on teachers' written feedback in L1

territory reduced, whereas that in L2 territory increased. The results of

PFNets analysis combined with PNNC showed that research in L2 increased

not only in its quantitative aspects but also in its qualitative aspects.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was applied based on these quantitative results

and issues regarding terminology and weakness of trends in L1 research,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were raised.

[Key words] Writing, Feedback, Teacher, Network analysis, Research

trends, L1, L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