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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란 학습자의

오류의 전체나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말해 주는 것으로 형태 초점이나

수정적 피드백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간 제2언어 습득에서는

이러한 고쳐 말하기가 습득에 효과적인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에서 제안된 고쳐 말하기의 영향 요인 가운데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성질과 숙달도 요인, 그리고 목표 언어 요인을 고

려하여 피드백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상술하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성

질과 관련해서는 명시성을 높인 복합형 고쳐 말하기와 기본형 고쳐 말하

기 피드백으로 나누어 해당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숙달도 요인에

있어서는 참여자를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와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로 구

분하였고 목표 언어 구조는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조사되지 않았던 피동 항목을 대상으로 실험하되 피동을 의미에 따라 이

해(利害) 피동, 가능(可能) 피동, 자발(自發) 피동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어 피동은 숙달도가 높아져도 여전히 습득이 어려운 항목으로 알

려져 있으며 피동문을 처리할 때 한국어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메

시지를 한국어 학습자들은 능동문으로 처리하여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한국어 피동사의 경우 [영향 입음]뿐 아니라 [가능], [자발]

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학습자의 모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

우가 많아 피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어교육에서는 피동 형태 발달에만 주안점을 두고

피동 의미는 형태 초점(focus on form) 중에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 있다

고 하여 명시적인 교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쳐

말하기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동의 의미를 구분하고 고쳐 말하기

라는 형태 초점 방식이 피동의 의미 습득까지 촉진할 수 있을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 연구를 택하

고 57명의 참여자를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과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

단,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의사소통 과제 동안 zoom에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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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처치를 제공하였다.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으로는 문법성 판단

과제와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통해 고쳐 말하기 전후 피동 형태에 대

한 지식 변화 여부와 피동 의미 구분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

쳐 말하기 후 문법성 판단 과제 점수가 향상되어 피동 지식 발달에 효과

적이었으며 고쳐 말하기의 효과에 명시성의 정도와 피동의 의미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쳐 말하기 이후 피

동의 의미 구분 정도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형태 초점 중의 의미

에 대한 암시적 학습은 불가능하였다. 한편 통제 집단에서는 이해(利害)

피동에 한해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의 반응 시간이 증가하여 형태 초점

이 없을 때 현저한 의미에 한해서는 주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고급 학습자들은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

발 피동의 순서로 피동 의미를 잘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피동이라는 새로운 목표 구조에 대해 고쳐 말

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탐구하고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명시성과 목표 구조의 현저성 등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고쳐 말하기의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어 피동의 의미를 구분하고 더 원형적이고 언어 보편적인 피동

의미와 달리 유표적인 피동 의미에 대해서는 암시적 학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 교수가 필요함을 제안했다는 데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제언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다루어지고

향후 제2언어 피드백 연구에 있어 연구사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참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수정적 피드백, 형태 초점, 고쳐 말하기 피드백, 피동의 의

미, 암시적 학습, 문법성 판단 과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

학 번 : 2019-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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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언어 교실의 의사소통에서 두드

러지는 점은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적

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오류 수정이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로 여겨질 수 있는 반면 교실에서는 교사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오류

수정이 대화 참여자들 간에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류

수정과 관련하여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관점은 당시 언어 학습의 지배적

인 담론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가령 1950년대와 60년대 행동주의자들은

습관 형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았던 반면 70년대와

80년대 언어 학습에 대한 자연주의 관점하에서는 습득이 긍정적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아 피드백을 중요히 다루지 않았다(Sheen, 2010:

169). 대표적으로 크라센(Krashen, 1982)은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에 대한 노출만으로 목표어 습득이 가능하며 오류 수정과 같은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사소

통 접근법을 비롯한 현대의 상호작용 관점에 이르러서 피드백은 상호작용

중에 자연스럽게 제공됨으로써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정적 피드백(corrective feedback) 연구는 제2언어 연구에서

매우 방대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Plonsky & Brown, 2015: 268).

수정적 피드백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피드백은 고쳐 말하기

(recasts) 피드백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쳐 말하기는 제2언어 수업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피드백 유형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

과가 존재한다. 교실에서 제공된 고쳐 말하기를 조사한 연구들 중에서는

고쳐 말하기가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

구(Lyster & Ranta, 1997; Lyster, 1998; Panova & Lyster, 2002)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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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면 교실 환경에 따라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

(Ellis et al., 2001; Lyster & Mori, 2006; Sheen, 2004)도 있다. 실험 연

구에서는 고쳐 말하기가 스페인어의 명사-형용사의 성수 일치(Leeman,

2003), 프랑스어의 문법적 성(Lyster & Izquierdo, 2009), 중국어 완료상

–le(Li, 2014), 터키어 복수 형태소(Yilmaz, 2012) 습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는 반면, 영어 과거 시제와 처격(Adams et al., 2011), 스페인

어 성 일치와 다른 목적격 표지(Granena & Yilmaz, 2019)에 있어서는

습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도 교실 담화를 수집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들 중에서

는 교사의 주제 재개로 인해 학습자의 반응 빈도가 낮다거나(진제희,

2005; 최은정, 김영주, 2011) 고쳐 말하기가 다른 협상 피드백보다 오류

수정 성공률이 낮고 피드백과 오류 수정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발견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이선진, 2016). 설령 고쳐 말하기 후 학습

자의 오류 수정 성공이 다른 피드백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반

복일 뿐 습득에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았다(최은정, 김영주, 2011; 이석란,

2009). 반면 실험 설계를 통해 고쳐 말하기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는 고쳐 말하기가 즉각적인 자기 수정 반응이 없어도 형태 습득을 촉진

할 수 있으며(임수진, 2008) 정확성 향상과(김남형, 2010) 명시적, 암시적

지식 발달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안지은, 2012).

그러나 고쳐 말하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좀처럼 수렴되지 않는

데 이는 연구마다 고쳐 말하기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1)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예(임수진, 2008)

NNS: 그 학생의 친구를 파란색 모자를 입고 하고 있어요.

NS: 그 학생의 친구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2) 고쳐 말하기의 예(안지은, 2012)

학습자: 아빠가 누나를 자요

모국어 화자: 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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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위의 예시 (1)과 같이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형성 발화

를 고쳐 말하기로 정의하기도 하고(임수진, 2008), 예시 (2)와 같이 오류

수정만을 제시하는 집중적이고 부분적인 형태를 고쳐 말하기로 정의하는

등(안지은, 2012) 연구자마다 고쳐 말하기 피드백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편 고쳐 말하기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의 경우 문장 유형

을 기준으로 의문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거나(진제희, 2004), 의미 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삽입형과 고립형으로 구분하거나(김은호, 2016), 화용적

강조 유무와 재구조화 범위를 기준으로 명시적인 유형과 암시적인 유형

으로 구분하거나(김남형, 2010), 메타언어 피드백과 비교하여 암시적인

유형으로 정의하거나(이은하 외, 2014), 길이와 유형, 언어적 초점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김서형, 2019). 국외 제2언어 연구에서도 고쳐 말하기

가 짧을수록, 발화의 변화가 적을수록(Philp, 2003; Egi, 2007; Loewen &

Philp, 2006), 여러 번의 대화 이동과 의문문 억양(Loewen & Philp,

2006)일 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명시성에

따른 피드백의 성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방식에 따라 명시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Ellis & Sheen, 2006)을 취하여 명시성을 높인

고쳐 말하기와 그렇지 않은 고쳐 말하기를 나누어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성질뿐만 아니라 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언어적 요인과 학습자 내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언어적 요

인에 있어서는 지금껏 한국어교육에서 조사와 보조 용언(임수진, 2008),

단형 사동(안지은, 2012), 단형 사동과 존대(이은하 외, 2014)를 연구 대

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피동을 목표 구조로 삼는다. 이는 목표어 구조에

따라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Long et al., 1998;

Mackey, 2006; Iwashita, 2003; Ishida, 2004).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숙달도를 영향 요인으로 삼는다. 이는 국외 제2언어 연구에서

숙달도가 높을수록 피드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Mackey &

Philp, 1998; Ammar & Spada, 2006; Li, 2014; Philp, 2003)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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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어 피동은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야 모어 화자와 유사한 정도의

습득이 가능한(정수민, 2011; 염수, 2016; 김영신, 2020) 습득이 어려운

항목이므로 피드백 효과에 있어 숙달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피동의 습득이 어려운 이유는 ‘-이/히/리/기-’의 접미사가 결합

하여 파생되거나 ‘-어지다’와 같은 통사적 방식, 그리고 ‘되다’, ‘받다’ ‘당

하다’와 같은 어휘에 이르기까지 피동이 실현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

이다. 이뿐만 아니라 피동사를 만들 때 접미사 결합의 규칙이 없다는 사

실이나 피동작주 및 동작주를 나타내는 표지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는 것 또한 학습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

는 바는 ‘날씨가 풀리다’와 같이 동작주를 상정할 수 없고 능동과 대응하

지 않는 피동문의 존재이다. 이는 비전형적 피동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서정수, 1996; 우인혜, 1997). 본고에서는 이를 피동의 의미 측면에서 바

라보고 피동의 의미를 이해(利害) 피동, 가능(可能) 피동, 자발(自發) 피

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한국어교육에서도 전형성의 관점에서 피동을 나누어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황주하, 2011; 김영일, 2019) 여전히 현행 교

육상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접미사별로 개별 어휘로서 피동사를 제시하

거나 능동-피동 전환 과제를 통해 피동을 다루고 있을 뿐 피동의 비전

형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동

교육 방식은 형태 초점을 통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의미에 주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결국 피동 의미에 대한 지식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박민신, 2019). 따라서 피동의 형태·통사적 측면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피동 의미에까지 습득이 되었을 지는 의문이다. 특히 피

동 의미 중에서도 가능이나 자발은 보다 습득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정해권, 2016; 김영신, 2020).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쳐 말하기의

형태 초점 방식이 학습자의 피동 지식 발달뿐 아니라 의미 표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피동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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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은 한국어 피동 습득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효과가 있다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때 한국어 피동 지식과 의미 표상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가?

2.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관심은 2000년

대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국외 제2언어 교육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실에서도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에 따라 점차 이에 초점화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 속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어떻게 유형화되었으며 학

습자의 반응이나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효과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제공될 목표 언어 항목으로서 한국

어 피동에 대해 그간 이루어진 습득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제2언

어로서 한국어 피동을 학습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점을 밝히고

한국어 피동 습득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다.

2.1.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쳐 말하기 피드백 연구

초창기 한국어교육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다루어졌을 때는 학문

적 토대를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이나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기(손희연, 1998; 한상미, 2001),

모델링(진제희, 2002), 문제 표지(진제희, 2004)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가

령 손희연(1988)은 대화분석의 방법으로 초급 단어 및 문형 수업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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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는데 발화 순서(turn)에 드러난 문제 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이

루어지고 오류 수정(correction)을 포함하는 현상을 바로잡기(repair)라

정의하였다. 한상미(2001) 또한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발화 연속체

(exchange) 중 교사의 피드백 대화이동(move)에 해당하는 발화 유형 가

운데 하나로 바로잡기를 제시하였는데 바로잡기를 명시적 바로잡기와 암

시적 바로잡기로 구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명시적 바로잡기는 오류만

수정한 부분적 제시를, 암시적 바로잡기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적

제시로 정의하고 전자는 정확성에, 후자는 의사소통 분위기 활성화에 기

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진제희(2002)는 스캐폴딩(scaffolding)의 한 유형으로서 모델링을 제

시하며 학습자가 형태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정확하지 않은 발화를 했을

때 교사가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만듦으로써(recast) 모델링을 제공한다

고 보아 고쳐 말하기의 용어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진제희(2004)는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중급 한국어 교실 담화를 분

석하였는데 부정적 피드백을 문제 표지로 정의하고 그 종류로서 바로잡

기와 고쳐 말하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쳐 말하기를 의문문과

서술문, 부분적 형태 수정과 문장 전체에 걸친 수정으로 구분한 후 의문

문의 경우 학습자의 발화 참여를 유도하며 전체적 수정은 내용 및 발화

길이의 부담으로 인해 학습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더

불어 고쳐 말하기 후 학습자의 반복은 교사말의 모방일 뿐 통사적 구조

발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고쳐 말하기의 효과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진제희(2005)를 기점으로 한국어교육에서는 리스타와 란타

(Lyster & Ranta, 1997)의 수정적 피드백과 학습자 반응의 유형 분류를

수업 담화에 적용 및 계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진제희,

2005; 이석란, 2009; 최은정, 김영주, 2011; 니보리유카, 김영주, 2012; 이

선진, 2016; 김은호, 2016; 김호정, 정연희, 2016; 김서형, 2019). 교실 수

업 담화를 분석한 질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사가

제공하는 수정적 피드백 유형 가운데 고쳐 말하기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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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으나 각각의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쳐 말하기의 유형이나

효과, 그리고 변인은 다소 상이하다.

먼저 진제희(2005)는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의 분류를

차용하긴 하였으나 진제희(2004)의 담화를 재분석하다 보니 유형 분류에

있어서 연구자의 해석이 더해졌다. 즉 오류 발화뿐 아니라 그 외 부분에

대해 어휘나 문법 요소를 덧붙이거나 변형시키는 피드백을 고쳐 말하기

로 정의하고 이외에 오류 부분만 수정하는 경우 명시적 수정으로 유형화

하였다. 따라서 진제희(2005)의 고쳐 말하기는 전체적인 피드백 유형만

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반면 이석란(2009)은 고쳐 말하기를 부분 형태

수정으로 정의하고 오류 인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명시적 수정으로 정의

하였다.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의 고쳐 말하기 정의를 그

대로 가져온 최은정, 김영주(2011)는 고쳐 말하기를 오류 발화의 일부 또

는 전체를 고쳐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니보리유카, 김영

주(2012)에서도 전체적으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것과 의문문 형태를 포함

한 포괄적인 고쳐 말하기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고쳐 말하기를 전체 혹은 부분 제시 중 한 가지

를 택하거나 포괄하는 형태로 정의하였다면 고쳐 말하기를 유형화하여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이선진(2016)은 오류 항목에 집중한 고쳐

말하기와 오류 형태를 포함한 문장 전체 고쳐 말하기로 나누어 전체 및

부분 제시의 고쳐 말하기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하게 김은호(2016)에서는 고립된 고쳐 말하기와 삽입된 고쳐 말

하기로 고쳐 말하기를 유형화하였는데 명칭은 상이하지만 각각이 부분

제시와 전체 제시의 고쳐 말하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서형

(2019)은 좀 더 상세한 유형 분류를 사용하였는데 고쳐 말하기를 수정

길이와 수정 유형, 수정 언어 층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때 수정 길이는 단어/짧은 구, 긴 구, 절로 나뉘는데 이전 연구들에서의

부분/전체 피드백 분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정 유형(첨가,

삭제, 대체, 순서 재구성, 혼합)과 수정 언어 층위(발음, 어휘, 문법)는 이

전 연구들과 상이한 분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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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말하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반응과 관련해서 기술된 바

가 많다. 먼저 반응 빈도와 관련해서 진제희(2005), 최은정, 김영주(2011)

는 교사의 주제 재개로 인해 학습자 반응 빈도가 낮다고 본 반면 이석란

(2009)에서는 고쳐 말하기 후 학습자의 반응 빈도가 높았다. 또한 반응

빈도와 상관없이 최은정, 김영주(2011)와 이석란(2009)에서 모두 고쳐 말

하기 이후 학습자의 오류 수정 성공 비율이 다른 피드백보다 높게 나왔

던 반면 이선진(2016)에서는 초급에서는 오히려 고쳐 말하기가 다른 협

상 피드백보다 오류 수정 성공 비율이 낮으며 중급과 고급에서는 고쳐

말하기와 오류 수정 성공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은

정, 김영주(2011)과 이석란(2009)에서는 또한 오류 수정이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단순 반복일 뿐 합병(이석란, 2009)이나 창의적 수정(최은정, 김

영주, 2011)이 아니기 때문에 습득에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김은

호(2016) 역시 삽입된 고쳐 말하기든 고립된 고쳐 말하기든 학습자의 형

태 초점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김서형(2019)은 고쳐 말

하기가 짧을수록 주목이 용이하고 대체 유형은 오류와 수정 발화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고 보아 고쳐 말하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이야

기하였다.

이처럼 김서형(2019)을 제외하고 고쳐 말하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선호도나(니보리유카, 김영주, 2012) 교사의 선호도(김호정, 정

연희, 2016) 모두 낮게 보고되었다. 반면 실험 설계로 진행된 양적 연구

에서는 고쳐 말하기가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임수진, 2008; 김남형, 2010; 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 초기 실

험 연구에서는 즉각적 반응과 습득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

고(임수진, 2008; 김남형, 2010) 이후에는 고쳐 말하기가 습득을 촉진하

는 데 있어서 개인차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

먼저 임수진(2008)은 피드백 제공 후의 즉각적인 자가 교정 반응과 제

2언어 형태 습득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중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고 실험 집단에만 고쳐 말하기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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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험의 목표 문법은 조사와 보조 용언 ‘-아/어 있다’와 ‘-고 있다’

의 구별이었으며 습득에 대한 측정은 사전과 사후에 문법 시험과 말하기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학습자의 반응에서 교정된 비율은 36%

였음에도 말하기 시험에서 형태 습득이 촉진되어 학습자의 즉각적인 수

정 반응이 없어도 습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자기수정 여부가 아닌 사전-사후 시험을 통해 고쳐 말하기가 습

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법 시험은

TOPIK을 이용하고 말하기 시험은 국외 논문에서 발췌해 오는 등 습득

에 대한 엄정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김남형(2010)은 학습자의 수용과 정확성 향상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쳐 말하기를 화용적인 강조 유무와 오류 재구조화 범위를 기준

으로 명시적 고쳐 말하기와 암시적 고쳐 말하기로 나누고 각각이 제공되

는 두 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쓰기 과제 동안 오류에 대해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제공받았고

사후 시험으로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학

습자의 수용은 오류 인지 및 수정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명시적

인 고쳐 말하기를 받은 집단이 사후 정확성이 더 향상되었으나 장기적으

로는 효과가 감소했던 반면 암시적인 고쳐 말하기를 받은 집단의 효과는

유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유형을 명시성과 암시

성의 관점에서 나누어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

히 습득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했다.

안지은(2012)과 이은하 외(2014)는 습득을 암시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

의 발달로 나누어 보고 고쳐 말하기가 습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개인차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먼저 안지은(2012)은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단형 사동에 대한 암시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 발달에 있어

서 작업 기억, 학습 동기, 외국어 불안과 같은 개인차 요인의 영향을 연

구하였다. 유도된 모방 시험과 시간 제한이 없는 문법성 판단 시험으로

사전-사후 시험을 실시한 결과 고쳐 말하기는 암시적 지식과 명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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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발달에 모두 효과가 있었으며 암시적 지식 발달에서 단기적으로나 장

기적으로 효과가 높았다. 한편 개인차 요인 가운데에서는 작업 기억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안지은(2012)에서 정의한 고쳐 말하기

는 오류 항목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적 피드백이었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고쳐 말하기의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하 외(2014)에서는 단형 사동과 존대 표현 습득에 있어서 고쳐 말

하기와 메타언어 피드백의 효과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개인차 요인으로

언어적성과 작업기억 용량을 고려하였다. 실험 동안 컴퓨터 기반 그림

묘사하기 과제에서 각각의 피드백이 제공되었으며 사전-사후 시험으로

문법성 판단 시험과 그림 묘사하기 과제가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두 피

드백 모두 문법 항목에 관계없이 습득을 촉진하였으나 고쳐 말하기보다

메타언어 피드백에서 수행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차 요인 가운데

작업기억 용량이 메타언어 피드백에 한해, 그리고 존대 표현 습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습득에 미치는 언

어적, 환경적, 개인적 영향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메타언어적 피드백은 명시적이고 산출을 촉진하는 피드백 유형으로

서 고쳐 말하기와 성질이 상이하여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서

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또한 단형 사동이 존대 표현보다 복잡한 문

법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수업 담화 연구에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

백보다 학습자에게 자기 수정 기회를 제공하는 협상 피드백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으나 학습자의 자기 수정 여부가 주목의 증거는 될 수 있을

지라도 주목이 반드시 습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Schmidt, 1990) 고쳐 말하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다. 또한 수

업 담화 연구에서 숙달도나 교실 환경의 요인이 고쳐 말하기 효과에 매

개 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석란(2009)

에서는 숙달도가 낮을수록 피드백 반응 및 교정 빈도가 높았고 김은호

(2016)에서는 내용 중심 한국어 수업을, 니보리유카, 김영주(2012)에서는

KFL 수업을 대상으로 수업 담화를 수집하였다. 한편 실험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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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와 교실 환경 요인이 통제되었고 사전-사후 시험을 통해 고쳐 말

하기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습득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가 미흡

하거나(임수진, 2008; 김남형, 2010) 유형에 따른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다루어지지 않았다(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 따라서 유형에 따른

고쳐 말하기의 효과를 살펴 그간의 연구 결과를 수렴하되 엄정한 습득

측정 도구를 이용한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2.2.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피동 습득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는 구어 산출 테스트(정수민, 2010), 문장 완성이나 번역 과제 등

의 문어 산출 테스트(사마와디, 2011; 고기영, 2015; 염수, 2016; 정해권,

2016; 이수나, 2018; 박은정, 2019; 김영신, 2020), 문법성판단테스트(사마

와디, 2011; 정수민, 2010; 이선희 외, 2012; 염수, 2016; 정해권, 2016),

ERP 뇌 반응(이선영, 정해권, 2014; 정해권, 2014)이 사용된 바 있다. 이

처럼 다양한 과제가 사용된 만큼 결과를 수렴하기 위해 습득 측정 도구

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구어 산출 테스트의 경우 정수민(2010)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를 대상으로 숙달도별로 집단을 나눈 뒤 동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하

는 말하기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피동을 학습한 지 6주 미

만의 중급 학습자나 4개월 이상의 고급 학습자의 경우 정확도가 유사하

게 낮았던 반면 12개월 이상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

는 높은 정확도를 보여 숙달도와 정확도가 비례하였고 고급에 이르러서

야 정확한 피동 산출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태적 피동 오

류에서 다른 유형보다 동사 기본형으로 대치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이 낮고 즉각적 발화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피동 표현 산출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문어 산출 테스트의 경우 고기영(2015)에서는 일본인 중, 고급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주어를 제외한 문장 완성 과제를 시행하였다. 실험 결

과 고급 학습자는 통사적 피동, 형태적 피동, 어휘적 피동의 순서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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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았으며 모어 화자와 정답률이 근사했던 반면 중급 학습자는 형태

적 피동, 통사적 피동, 어휘적 피동 순서로 정답률이 높았고 현저히 낮은

수치의 정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고기영(2015)에서도 피동은 고급에 이

르러서야 모어 화자와 유사한 정도의 습득이 가능하며 숙달도별 어려움

을 겪는 피동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염수(2016)에서는

산출을 보기 위해 빈칸 채우기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를 사용하였는데 병

행된 이해 테스트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고 빈칸 채우기 테스

트나 번역 테스트 모두에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학습 기간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동 유형별로 점수를 보았을 때 형태적 피

동은 ‘-아/어지다’ 피동과 어휘적 피동보다 유의미하게 습득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권(2016)은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사용하여 산출 양상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6급에 이르러서야 성인 모어 화자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유사한 정

확도를 보였으며 특히 피동 유형에 있어서 피동과 자발과 달리 가능에

있어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며 습득을 어려워하였다. 김영신(2020)에서

도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담화 완성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중급과 고급 학습자 모두 형태적 피동, 통사적 피동, 어휘적 피동 순서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중급 학습자의 경우 정답률이 모두 50% 이하로 습득

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꿀 수 있는

지 선택하고 바꾸는 과제에서 고급 학습자와 달리 중급 학습자는 자발과

가능 피동의 정답률이 75%에 미치지 못하여 의미 습득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마와디(2011), 이수나(2018), 박은정(2019)은 공통적으로 번역테스트

를 포함한 문어 산출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질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마와디(2011)는

태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119명을 대상으로 담화완성테스트, 빈칸 채

우기 테스트, 번역 테스트를 통해 피동 산출 양상을 살펴보고 인식을 조

사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자들은 모국어로 번역한 의미에서 피동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피동사를 능동사로 사용하거나 능동문 구조를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하였으며 해당 맥락에서 피동 구조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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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또는 특정한 피동 구조를 암기하여 가령 피동사 앞에 조사 ‘이

/가’가 있다고 외운 경우 조사를 통해 피동 여부를 판단하여 오류가 발

생하였다. 또한 접미사 피동, 통사적 피동, 어휘적 피동 간 대치 사례나

조사 오류도 발견되었다. 이수나(2018)는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 151명

을 대상으로 선택형 담화완성테스트와 번역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결과적

으로 선택형 담화완성테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담화·화용적 의미 가운데

특히 비유적 의미, 공손성, 책임 회피 기능에서 피동이 아닌 능동 형태를

선택하였다. 번역테스트에서도 피동사를 타동사로 대치하거나 조사 오류,

그리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 박은정

(2019)에서는 역번역문을 통해 번역 전공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

현 사용 양상을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 ‘-게 되다’나 ‘-아/어지다’를 능동

으로 번역하거나 통사적 피동을 어휘적 피동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조사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문법성판단테스트의 경우 정수민(2010)에서는 말하기 테스트에서보다

문법성판단테스트에서 학습자의 정확성이 높게 보고되었고 학습자는 숙

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U자형 발달 곡선을 보였다. 즉 피동을 학습한 지

6주 미만과 12개월 이상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유사하고 4개월 이상의

고급 학습자는 정답률이 낮게 보고되었다. 또한 오류 유형 중에서는 6주

미만의 중급 학습자와 4개월 이상의 고급 학습자는 형태적 피동과 ‘-아/

어지다’의 대치 사례가 많았던 반면 12개월 이상 고급 학습자는 동사 기

본형과의 대치 사례가 많았다. 반면 이선희 외(2012)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접미사 피동과 장형 피동1)에 대한 문

법성판단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정답률이 높아져 U

자형 발달을 보이지 않았다. 해당 연구는 피동 외의 다른 문법 항목들과

의 점수를 비교하여 타 문법 항목에 비해 피동을 비롯한 태의 정답률이

낮았고 특히 장형 피동의 정답률이 낮게 보고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6급

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발달을 이루어도 정답률은 85%에 그쳤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염수(2016)에서는 정오판단과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문법성판단테스

1) 이선희 외(2012)에서는 피동을 피동접미사와 장형 피동으로 나누었다고 기술

하고 있는데 이때 장형 피동은 ‘-어지다’ 피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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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사용했는데 문어 산출 테스트보다 정답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

습 기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동 유형별로 점수를 보

았을 때 형태적 피동은 ‘-아/어지다’ 피동과 어휘적 피동보다 유의미하게

습득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권(2016)은 성인 모어 화자와 아

동 모어 화자,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 138명의 피동 습득을 비교하였다.

문법성판단테스트 결과 이전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6급 외에는 성인

모어 화자보다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피동의 유형

가운데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피동과 자발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발달이

유사했으나 가능 피동에 있어서는 40-50%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

는 아동 모어 화자의 9세와 12세가 보이는 통계적 차이와 유사하였다.

이는 곧 한국어 모어 화자 역시 가능 피동의 습득이 나중에 이루어지며

L1 화자와 L2 화자 모두에게서 가능 피동의 습득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더불어 해당 연구에서는 L2 학습자들은 피동, 자발, 가능, 사동 순서로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ERP 뇌 반응 연구의 경우 이선영, 정해권(2014)에서는 영어권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ELAN

성분을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정답률에서는 모어 화자와 교

포 학습자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동작주 불일치 조건에서 모어

화자는 태 표지에서 P600을, 교포 학습자는 격조사에서 N400이 나타났

다. 이는 곧 모어 화자는 가령 ‘오빠를’ 대신 ‘오빠가’라는 청각 자극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피동 표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격조사 위치에서

는 판단을 보류하여 동사에서 통사적 처리(P600)를 하는 반면 교포 학습

자는 격조사 위치에서 이미 의미 처리(N400)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과

제 수행과 정확도의 측면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모어 화자와 교포 학습자

간 습득의 차이를 뇌 반응을 통해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해권

(2014)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 숙달도의 중국인 학습자 47명을 대상으로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

국인 학습자는 숙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형적인 U자형 발달을 보였다.

또한 모어 화자는 주격 피동문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처리하였던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여격 피동문을 보다 더 잘 처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이를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전이를 통해 어순 및 동형 사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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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거나 격조사의 기능을 정확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피동의 형태에

있어서 피동사나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정수민, 2010; 사마와디, 2011; 박은정, 2019), 피동 유형

가운데에서는 형태적 피동이 습득이 가장 잘 된다거나(염수, 2016; 김영

신, 2020) 숙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고기영, 2015) 등 연구마다 결과

가 상이하였다. 한편 피동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피동보

다 자발이나 가능의 의미가 습득이 어렵고(정해권, 2016; 김영신, 2020),

비유, 공손성, 책임 회피 등의 담화·화용적 의미의 습득에서 어려움을 겪

는다고 보고하였다(이수나, 2018). 습득을 측정한 과제별로 보면 구어나

문어 산출 테스트와 같이 학습자의 목표어 산출을 습득으로 바라본 연구

에서는 공통적으로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야 모어 화자와 유사한 정도의

습득이 가능하였으며 정확도와 숙달도가 비례하는 양상(정수민, 2010; 염

수, 2016; 김영신, 2020)을 보였다. 반면 학습자의 지식 발달을 습득의 지

표로 삼은 연구에서는 U자형 발달 곡선을 보이는 사례(정수민, 2010)와

숙달도에 비례하는 사례(이선희 외, 2012), 숙달도와 무관한 사례(염수,

2016)가 공존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학습자의 정확

도는 모어 화자와 유사할 지라도 처리 방식(이선영, 정해권, 2014)이나

피동 구조에 따른 처리 속도(정해권, 2014)가 모어 화자와 다르다는 사실

은 학습자들이 피동을 습득할 때 지식적 측면이나 처리에 있어서 인지적

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미치

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TOPIK 5급 이상

의 고급 학습자 60명을 모집하였다. 실험의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실험의 피험자는 한국어 피동을 학

습한 경험이 있다. 둘째, 실험의 피험자는 대화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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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구어 산출 능력이 있다. 선정된 피험자 가운데 사전 시험, 처치,

사후 시험에 단 한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 숙달도를 보인 3명을 제외한 57명의 데이터가 분석 자료로 수집되었

다.

피드백을 제공한 후 처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는 통제 집단이

설정된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채택하였다. 피험자들의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처치 이후 환경 요인으로 인해 피동 습

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지연 사후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모

집한 피험자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 처치 동안 두 실험집단에는 각각 반

복이 포함된 복합형 고쳐 말하기와 기본형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제공하

였고 통제집단에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험 처치 과제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거나 그림을 묘사하여 말하는 의사소통 과제였으며

피험자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었다. 대화자

는 피동 오류에 한해서 각 피험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

였다. 사전과 사후 시험에서 피험자들은 피동에 대한 지식 발달을 측정

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과제를, 의미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의사소통 과제를 비롯한 연구 도구는 연구자가

실험에 사용할 문항을 제작한 뒤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실험하여 문항

내용의 적절성과 난이도, 목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문항은

수정한 뒤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험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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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개발

ê

예비 실험

ê

문항 수정 및 목적 적합성 판단

ê

사전 시험: 문법성 판단 과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

ê

처치 과제: 의사소통 과제

ê

사후 실험: 문법성 판단 과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

ê

실험 결과 도출 및 해석

[그림 I-1] 실험 절차

실험에서 수집한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때 독립변수로는 (1) 시간(사전/사후)(범주 변수), (2) 집단(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통제 집단)(범주 변수), (3)

숙달도(상/하)(범주 변수), (4) 피동 의미(이해 피동/가능 피동/자발 피

동)(범주 변수), (5) (의미 일치 여부에 따른) 피동 의미(이해 피동/가능

피동/자발 피동/이해 피동-가능 피동/이해 피동-자발 피동/가능 피동-자

발 피동)(범주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의 문법성 판단 과제(GJT) 점수의 평균,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RJT)

점수의 평균,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RJT)의 반응시간(rt)의 평균이 연구

목적에 따라 이용되었다. 연구 문제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통계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표 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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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계 분석

1
피드백 처치에 따른 사

전-사후 GJT 점수 차
(1)

집단별 사전

GJT 점수 평

균, 사후 GJT

점수 평균

윌콕슨 부

호 순위 검

정

2
영향 요인에 따른 사전-

사후 GJT 점수 차

(2), (3),

(4)

사 전 - 사 후

GJT 점수 평

균 차

일반화 추

정 방정식

3
영향 요인에 따른 사전-

사후 RJT 점수 차

(1), (2),

(3), (5)

RJT 점수 평

균

일반화 추

정 방정식

4
영향 요인에 따른 사전-

사후 RJT 반응 시간 차

(1), (2),

(3), (5)

RJT 반응 시

간의 평균

일반화 추

정 방정식

[표 I-1] 자료 해석 방법

첫 번째 연구 문제로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따른 피동 습득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son signed rank

test)을 통해 시간에 따라 피드백 처치 전후 사전과 사후 GJT 점수 평균

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마다 검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로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번의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2)을 시행하였다. 이때 독립

변수는 각 종속변수에 따라 (1) 시간, (2) 집단(피드백 유형별), (3) 숙달

도, (4)/(5)의 피동 의미가 투입되었으며 모형 효과 검정을 통해 유의미

한 변인을 찾고 모수 추정값을 통해 영향력의 정도를 예측하였다.

GEE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정된 종속변수는 세 번째 연구 문제로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따른 피동 지식과 의미 표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구분된 것이다. 첫째, GJT 점수 증가 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2 표본 차이 검정에서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son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3 수준 이상의 집단 차이 검정에 사용되는 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하지 않고 비모수 검정에 사용하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

을 사용하였다.



- 19 -

로써 피동 지식 변화를 추정하였다. 둘째, 의미 일치 조건(이해 피동, 가

능 피동, 자발 피동)과 의미 불일치 조건(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

동-자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 간의 RJT 점수나 반응 시간 평균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피동 의미 표상과 처리의 변화를 추정하

였다. 나아가 셋째, 사전-사후의 RJT 점수나 반응시간 평균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봄으로써 암시적 학습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개괄은 다음 [표 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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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내용 연구 방법

Ⅱ

장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대한 이해

- 제2언어 습득과 피드백

관련 이론

-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개념, 유형, 효과

문헌연구

한국어 피동 습득에

대한 이해

- 피동의 개념

- 한국어 피동의 범위와

의미

-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과 교육

문헌연구

Ⅲ

장

연구 대상 선정

- 피험자: TOPIK 5급

이상 고급 한국어

학습자 문헌 연구

통계 분석
연구 설계 및

도구 개발

- 연구 설계

- 연구 도구 개발

Ⅳ

장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와 영향 요인 분석

- 한국어 피동 지식과

의미 표상 변화 분석

통계 분석

자료 분석

[표 I-2] 연구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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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언어 습득에서 피드백

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요한 가설을 살펴보면서 이론적 틀을 구축할 것

이다. 그 과정에서 형태 초점 및 수정적 피드백으로서 고쳐 말하기 피드

백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습득에 어

떠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한

국어 피동에 대한 국어학적 그리고 언어유형론적 논의를 통해 피동의 개

념과 한국어 피동의 범위, 그리고 피동의 의미 분류를 살펴볼 것이다. 더

불어 피동 지식, 처리, 의미 표상, 그리고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피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피

동 교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실험 설계 및 도구의 제작과 실험 절차를 보여 주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피동에 대한 지식과 의미 표상을 살펴

보기 위한 실험 도구로서 문법성 판단 과제와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

그리고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제공할 의사소통 과제의 제작 과정을 제시

하고 이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를 설

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쳐 말하기 피드백

에 따른 학습자의 피동 습득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추후 교실

상호작용 시 교사 피드백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한국어 피동 교수·학습

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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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쳐 말하기 피드백과 한국어 피동 습득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제2언어 습득과 피드백

1.1.1. 제2언어 교실 상호작용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

구에서 상호작용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첫째, 제2언어 교실에서 학습자

의 오류에 대해 교사가 구두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이에 응답하

는 일련의 과정이 상호작용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올라이트

(Allwright, 1984: 156)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살아있는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현

대 의사소통 언어 교수(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한 양상일

뿐 아니라 교실 교육학의 근본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

해 ‘교실’과 학습의 주체로서 ‘인간’을 다루는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학습

이 이루어지는 장이나 방법일 뿐 아니라 교육적 전제로서 작용한다. 둘

째, 고쳐 말하기를 비롯한 교사의 피드백은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에 기

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2언어 습득 이론에

서 인용되는 상호작용 가설(The Interaction Hypothesis, IH)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어민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의 대화(conversation)를 연구

한 롱(Long, 1983)은 비원어민 화자에게 주어지는 언어적 입력이 어떻게

이해 가능하게(comprehensible)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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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어민 화자는 사전에 대화의 문제를 피하고자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

략(strategies)과 문제 발생 시 이를 수정하고자 사용하는 전략

(tactics)(Long, 1983: 131-132)과 같은 상호작용적인 자원을 사용함으로

써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협상(negotiation)한다. 곧

학습자의 입력에 대한 이해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 전략(tactics)으로 언급되었던 명료화 요구(request clarification)나 반

복(repeat other’s utterances)이 훗날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피드백의

일종으로 유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드백이 상호작용적인 자원으

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롱(Long, 1996)은 어떻게 협상이 입력을 이해가능하게 만들어주

는지에 한정했던 데에서 나아가 상호작용 가설을 수정하게 된다(Ellis &

Shintani, 2014: 203). 즉 롱(Long, 1996)은 의미 협상(negotiation of

meaning), 그리고 특히 원어민 화자나 더 유능한 대화자에 의해 상호작

용적인 조정(interactioanl adjustments)을 유발하는 협상은 그것이 입력,

내적인 학습자의 능력(capacities), 특히 선택적 주목(selective attention),

그리고 산출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습득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Long, 1996: 451-452). 다시 말해 수정된 상호작용 가설에서

는 상호작용이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의미 협

상 동안에 입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목하게 하는 등 인지적 처리 과정

을 촉진함으로써 습득에 기여한다.3) 또한 협상 동안 얻은 부정적 증거

(negative feedback)4)가 L2 발달의 촉진제일 수 있다는 주장(Long,

1996: 414)은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3) 이는 인지적-상호작용주의 패러다임(The cognitive-interactionist paradigm)

으로 내적(인지적)과 외적(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combine) 언어 학습을 가능

케 한다고 보는 반면 사회문화주의 패러다임(The sociocultural paradigm)에서

는 환경과 정신(mind)의 분리를 거부한다(Ellis & Shintani, 2014: 202).
4)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L2에서 무엇이 문법적이고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하는

반면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는 무엇이 비문법적인지에 대한 직간접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Long, 199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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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의미한다.

1.1.2. 피드백과 주목

앞에서 롱(Long, 1996)은 상호작용이 입력과 학습자의 선택적 주목,

그리고 산출을 연결함으로써 습득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롱

(Long, 1996)이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상호작용 가설을

수정하는 데에는 슈미트(Schmidt, 1990, 1994)의 주목 가설(The

Noticing Hypothesis)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입력이 충분히 주어지고 이

해되면 자동적으로 이해 가능한 입력   이 제공되므로5) 습득은 잠재

의식(subconscious)에서 일어난다는 크라센(Krashen, 1982)의 주장을 반

박하며 이해된 입력(comprehended input)이 존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주목할(noticed)’ 때 더 목표어다운 형태의   을 습득할 수 있다

(Schmidt & Frota, 1986: 311)6)는 데서 시작한다.

주목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슈미트(1990)의 의식

(consciousness)의 차원과 수준(dimensions and degrees)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의식(consciousness)의 차원에는 인식으로서의 의식

(consciousness as awareness), 의도로서의 의식(consciousness as

intention), 그리고 지식으로서의 의식(consciousness as

knowledge)(Schmidt, 1990: 131)이 있다.

이때 인식(awareness)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지각(perception), 주

목/초점화된 인식(noticing/focal awareness), 이해

(understanding)(Schmidt, 1990: 132)가 그것이다. 먼저 지각이란 외부의

사건을 내적인 표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 작용으로 의식뿐 아니라 잠재

의식(subliminal perception)에서도 가능하다. 주목 또는 초점화된 인식은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지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슈미트(Schmidt, 1990)는

이를 읽기를 통해 설명하는데 우리가 읽는 동안 내용은 ‘인식(주목)’하지

5) 이를 입력 가설(The input hypothesis)이라고 한다.
6) 이를 차이 주목 가설(noticing the gap hypothesis)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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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체의 통사적 특징, 텍스트의 유형, 옆방 라디오 소리, 창문 밖 소음

은 ‘지각’할 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나면 이를 분석하고 기존에 주목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비로소 통찰(insight)과 ‘이해(understanding)’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흔히 사고(thinking)라 부르는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이 의식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슈미트(Schmidt, 1990)의 주장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주목이

없는 잠재적 언어 학습은 불가능하고 입력을 흡수(intake)7)로 바꾸기 위

해서는 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에 슈미트(Schmidt, 1994)는 주목

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탐지(detection)8)가 의식적인 등록(conscious

regristration)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톰린과 빌라(Tomlin & Villa,

1994)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 많은 주목이 더 많은 학습을 이끌 수 있다

는 것으로 주목 가설을 수정하였다(Schmidt, 1994: 17-18). 따라서 수정

된 주목 가설은 언어 학습에서 의식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님을 인

7) 흡수(intake)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코더(Corder, 1967: 165)에 따르면 입력은

학습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what goes in)이지 들어갈 수 있는 것(what

is available for going in)이 아니다. 따라서 흡수의 용어에서는 학습자가 입력

을 통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에 쇼드롱(Chaudron, 1985)은 흡수를 단계별

정보 처리로 파악하여 (1) 입력 지각의 초기 단계, (2) 의미 정보를 장기 기억으

로 기록하고 부호화하는 후속 단계, (3) 학습자가 입력의 언어 정보를 그들의

발달 중인 문법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예비 흡

수(preliminary intake)와 최종 흡수(final intake)의 연속체라 제안하였다

(Chaudron, 1985: 2). 여기에서 슈미트(Schmidt, 1990)의 흡수는 예비 흡수로 학

습자가 주목하는 입력의 부분이다(Schmidt, 1990: 139).
8) 톰린과 빌라(Tomlin & Villa, 1994)에 따르면 인간의 주의 체계(attention

system)는 기민함(alertness), 지향(orientation), 탐지(detection)로 이루어진다.

기민함(alertness)이란 들어오는 자극이나 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를 나타내고

지향(orientation)은 주의의 자원을 감각 자극으로 돌리며 탐지(detection)는 특

정 자극(가령, 움직임, 크기, 색과 같은 사물의 특징)을 인지적으로 등록하는 것

으로 일단 자극이 탐지되면 인지적 통제(cognitive control) 그리고/또는 인식

(awareness)(즉, 주관적 경험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Tomlin & Villa, 199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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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엘리스(Ellis, 2002)의 말을 빌리면 초기의 언어 표상의 등록

(registration)은 주의(attention)와 의식적 식별(conscious identification)

을 요구할 지도 모르지만(Ellis, 2002: 173), 일단 자극 표상이 견고하게

존재하면 그 자극은 다시 주목될 필요가 없다(Ellis, 2002: 174). 다시 말

해 주목은 초기 표상의 등록에는 필요하지만 해당 자극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처리가 자동화되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오류 후에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 또한 하나의 입력이라

생각한다면 슈미트(Schmidt, 1994)의 주장처럼 입력에 대한 주목 후 흡

수가 일어나야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피드백 연구에서

암시적인 유형의 피드백이 습득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와 관련하여 그 암시적인 성질로 인해 주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 톰린과 빌라(Tomlin & Villa, 1994)의 주장처럼 의

식 없이 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피드백에 대한 주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습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더불어 주목이 이처럼

학습자의 인지 처리의 초반에 수반되는 의식이라 본다면 기억의 한계로

인해 습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재할 수도 있다. 슈미트 역시 자신의

포르투갈어 학습 경험에서 특정 문법 형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는 주목

했지만 이후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Schmidt & Frota, 1986). 따라서 피

드백 연구에서 피드백이 습득에 있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가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주목의 증거가 습득

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3. 형태 초점과 수정적 피드백

본고에서 말하는 피드백(feedback)이란 제2언어 교실에서 행해지는 오

류 처리 방식 중 하나이다. 이때 오류 처리(error treatment)란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 산출에 오류를 보일 때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에 관련된 행위를 일컬는다(Ellis, 1994: 701). 또한

피드백은 바로잡기나 오류 수정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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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피드백(feedback)은 학습자가 목표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 같은 청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칭하며,

바로잡기(repair)는 담화 규칙과 의도된 의미 협상, 그리고 언어적 형태

수정에 초점을 둔 채 의사소통 문제를 치료하고 명료화하려는 노력을 의

미하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용어이고, 오류 수정(correction)은 수정

여부와 시기, 방법, 주도자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된 좁은 의미의 용어이

다(Ellis, 1994: 583-584).

한편 피드백이나 교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들의 사용은 언어 교

육 외의 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즉 유능한 화자가 학습자의 언어 오

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문제가 연구자의 학문적 지향에 따라 다루어

졌는데 언어학자에 의해서는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로, 담화 분

석가에 의해서는 바로잡기(repair)로, 심리학자에 의해서는 부정적 피드

백(negative feedback)으로, 제2언어 교사에 의해서는 수정적 피드백

(corrective feedback)으로, 교실 제2언어 습득(SLA)에서는 형태 초점

(focus-on-form)으로 다루어졌다(Lyster & Ranta, 1997: 38). 본고에서는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피드백을 다루는 만큼 형태 초점과 수정적 피

드백에 주목하여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형태 초점(focus on form)이란 용어를 제안한 롱(Long, 1991:

45-46)에 따르면 이는 가장 중요한 초점(overriding focus)은 의미나 의

사소통에 둔 채 수업 중에 우연히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들에 학생의 주

의(attention)를 명백하게 집중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전통적인 형식

위주 교수법9)(focus on formS)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형태 초점(focus

on form)이 언어의 형태적 요소에 대한 초점을 수반(entail)한다면 문법

교수(grammar instruction), 형식적 교수(formal instruction), 형태에 집

중된 교수(form-focused instruction),10) 그리고 부호에 집중된 교수

9) focus on formS의 번역어로서 형식 위주 교수법은 황종배(2007: 238)를 참고

하였다.
10) 형태에 집중된 교수(form-focused instruction)는 형태, 의미, 사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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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focused instruction) 등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형식 위주 교수법

(focus on formS)은 그러한 초점이 언어의 형태적 요소에 제한된 채 의

미의 초점이 배제되어 있다(Doughty & Williams, 1998: 4).

롱과 로빈슨(Long & Robinson, 1998: 23)에 따르면 형태 초점(focus

on form)은 어떻게 초점화된 주의 자원(focal attentional resource)이 할

당되는지와 관련된다.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의미에 전반적인

초점을 두되 이따금씩 배우고자 하는 언어 항목으로 주의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의를 돌려주려는 노력

과 주의를 할당하는 학습자의 내적인 정신 상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

태 초점(focus on form)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외부 행동이나 의도

된 결과보다 학습자의 내적인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주목(noticing)이 중

요하게 된다(Long & Robinson, 1998: 24). 롱과 로빈슨(Long &

Robinson, 1998: 24-25)은 주목을 통해 형태 초점(focus on form)을 교

육적으로 성취하는 세 가지 예를 보이는데 (1) 문제 해결 과제 중에 반

복된 사용으로 빈도가 두드러지는 경우 (2) 메타언어적 설명과 같이 명

시적인 부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3)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를 제공

하는 경우이다. 이 중 세 번째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의 예로서 고쳐 말

하기(recast)를 제시하였다. 도식을 통해 보면 아래 [그림 Ⅱ-1]과 같다.

주의를 통합하는 교수를 묘사하는 것뿐 아니라 형식 위주 교수법(focus on

formS) 단독인 교수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Doughty & Williams, 1998: 4).

따라서 형태에 집중된 교수(form-focused instruction)는 두 가지 형태 초점

(focus on form, focus on formS)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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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제2언어 습득(SLA)을 위한 자료(Long & Robinson, 1998: 19)

따라서 롱과 로빈슨(Long & Robinson, 1998)에서 나타난 고쳐 말하

기는 주목을 통해 형태 초점을 성취하기 위한 교사의 입력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고쳐 말하기는 의도한 의미를 보존해 주면서 수정적으로

재형성해 줌으로써 주목하게 한다고 설명함으로써(Long & Robinson,

1998: 25) 수정적인 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는 L2 교사가 분석적 언어 교수, 즉 형태 초

점을 의사소통 지향적인 교실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한 전략

으로서 수정적 피드백(correctvie feedback)을 다루었다. 리스타와 란타

(Lyster & Ranta, 1997)는 연구에서 네 명의 교사들에 의해 사용된 피드

백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수정적 피드백의 유형 분

류가 이후 제2언어 습득 연구들에서 인용되었다.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의 수정적 피드백 유형 분류는 아래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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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적 피드백

유형
내용

명시적 수정

( E x p l i c i t

correction)

수정된 형태를 명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교

사는 분명하게 학습자 발화가 틀렸다는 것을 가리

킨다(e.g.,“Oh, you mean,”).
고쳐 말하기

(Recasts)

오류를 빼고 학습자의 전체 혹은 부분 발화를 재형

성한다.

명료화 요구

(C l a r i f i c a t i on

requests)

학습자의 발화를 교사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발화의 형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반

복이나 재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지시

한다.
메타언어 피드백

(Metalinguistic

feedback)

명시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제공해 주는 것 없이 학

습자의 잘못된 발화와 관련하여 논평, 정보, 혹은

질문을 포함한다.

유도(Elicitation)

교사는 학습자에게서 올바른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한다. 첫째, 교사는 학

습자가 공백을 메우도록 허락하는 휴지를 전략적으

로 둠으로써 자신의 발화의 완성을 유도한다. 둘째,

교사는 올바른 형태를 유도하는 질문을 사용한다.

셋째, 교사는 때때로 학습자에게 그들의 발화를 재

형성하도록 요청한다.

반복(Repetition)

교사는 학습자의 잘못된 발화만을 반복한다. 대부분

의 경우에 교사는 오류를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억

양을 조정한다.

[표 Ⅱ-1] 수정적 피드백 유형 분류(Lyster & Ranta, 1997)

엘리스(Ellis, 2012)는 위의 수정적 피드백의 유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주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수정적 피드백의 성질을 암시적

인 유형과 명시적인 유형으로 나누고 수정적 피드백의 역할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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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제공 유형과 산출 촉진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아래 [표 Ⅱ

-2]과 같다.

암시적 명시적
입력 제공 Recasts Explicit correction only

산출 촉진
Repetitions

Clarification requests

Metalinguistic comments

Elicitation

[표 Ⅱ-2] 수정적 피드백 전략의 두 가지 차원(Ellis, 2012: 139)

위 표에서 명시적 수정과 메타언어적 설명, 유도의 경우 학습자가 자신

의 오류를 명백히 알아차리게 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유형에 속한다.

반면 고쳐 말하기와 반복, 명료화 요구는 오류에 대한 지적을 알아차리

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암시적인 유형에 속한다. 이처럼 고쳐

말하기는 전통적으로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형태 초점을 위한 수정적

피드백이자 암시적인 성질의 피드백으로서 다루어졌으나 이후 고쳐 말하

기가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명시성이 높은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가 등장하였다.

1.2.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개념과 유형

1.2.1.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개념

고쳐 말하기는 본래 제1언어(L1) 습득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던 용어

이다.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제1언어 발달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

가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에서도 수

정적 피드백의 제공 방법으로서 고쳐 말하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Nicolas et al., 2001: 732). 그러나 제1언어 습득 연구에서의 고쳐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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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정의가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될 때에는 연구자에 따라 다

소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먼저 제1언어 습득 연구에서 고쳐 말하기의 정의를 보면 롱(Long,

1996)은 고쳐 말하기를 중심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하나 이상의 문장성

분(주어, 동사나 목적어)을 바꿈으로써 아동의 발화를 다시 말하는

(rephrase) 발화라고 정의하였다(Long, 1996: 434). 이와 유사하게 스파다

와 프뢸리히(Spada & Fröhlich, 1995)는 이전의 부정확한 발화를 재형성

하는 풀어 말하기(paraphrase)(Spada & Fröhlich, 1995: 24)로, 쇼드롱

(Chaudron, 1977)은 교사가 수정을 더한 뒤 다른 주제를 지속하는 ‘변화

가 동반된 반복(repetition with change)’이나 교사가 오류의 위치를 강조

(stress)하는 ‘변화와 강조가 동반된 반복(repetition with change and

emphasis)’(Chaudron, 1977: 38-39)으로 고쳐 말하기를 다루었다.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롱(Long, 1996)의 정의와 유사하게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는 교사가 오류 없이 학습자 발화의 전체 혹

은 부분을 재형성하는 것으로서 고쳐 말하기를 정의하였다. 한편 원어민

과 비원어민의 상호작용을 조사했던 브라이디(Braidi, 2002)는 실험의 상

호작용 과제에서 직전에 선행한 부정확한 비원어민 발화의 내용어를 포

함하고 있고 어떤 방식(음운론적, 통사적, 형태적 혹은 어휘)으로 발화를

수정하고 있을 때 고쳐 말하기로 정의하면서 학습자의 발화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확장된 발화까지도 고쳐 말하기로

포함하였다(Braidi, 2002: 20). 이는 의미 정보가 추가된 확장된 형태의

고쳐 말하기를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나 브라이디(Braidi, 2002)의 고

쳐 말하기의 개념은 주된 초점이 목표로서의 언어나 의미 전달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나 학습자의 담화 지향성(orientation to the discourse)을 언

급하지 않았던 반면(Ellis & Sheen, 2006: 580), 롱(Long, 2007)이나 쉰

(Sheen, 2006)은 의사소통의 맥락을 강조하였다. 가령 롱(Long, 2007)은

수정적 고쳐 말하기(corrective recast)는 학습자의 선행 발화에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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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법 등의 목표어에서 벗어난 항목을 대응하는 목표어 형태로 바꿔

준 채 전체나 일부를 재형성하는 것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동안 대화자의

초점은 목표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의미에 있다고 하였다(Long, 2007:

77). 쉰(Sheen, 2006)은 고쳐 말하기를 교실에서의 의사소통 활동 맥락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오류를 포함한 학습자의 발화의 전체나 일부분을

재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여(Sheen, 2006: 365) 역시 고쳐 말하기가 상

호작용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제2언어 습득에서 고쳐 말하기에 대한 개념은 교사가 학습자

의 발화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형성한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들의 이견이 없지만 발화의 확장성(Braidi, 2002)과 대화자의 초점(Long,

2007)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고쳐 말하기가 의사소통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인정하나 교실에서 오류 수정의 초점이 의미

에 있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여 쉰(Sheen, 2006)의 정의를 따르되, 화용적

강조나 확장성, 그리고 전체와 부분 발화와 같은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는 고쳐 말하기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

하는 고쳐 말하기(recast)란 ‘의사소통 맥락에서 교사가 하나 이상의 오

류를 수정하여 학습자 발화의 전체나 일부분을 재형성하는 것’이다.

1.2.2.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유형

다음으로 고쳐 말하기의 유형과 관련하여 리스타와 란타(Lyster &

Ranta, 1997)는 명시적 수정과 달리 고쳐 말하기는 학습자가 틀렸다는

표지를 동반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암시적이지만 하나의 단어에만 초

점을 맞추는 고쳐 말하기는 문법적 어휘적 변형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고

쳐 말하기보다 더 두드러진다고 보았다(Lyster & Ranta, 1997: 47). 이후

리스타(Lyster, 1998)는 고쳐 말하기를 화용적 특성과 문장의 의미와 관

련하여 분류하였다. 상세한 분류는 아래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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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분리된 서술형 고쳐 말하기(isolated declarative recast)

란 하강 억양으로 추가적인 의미 없이 발화의 전체 혹은 부분을 옳게 재

형성함으로써 학습자의 메시지를 확인한다. 분리된 의문형 고쳐 말하기

(isolated interrogative recast)는 상승 억양으로 추가적인 의미 없이 발

화의 전체 혹은 부분을 옳게 재형성함으로써 학습자의 메시지를 확인한

다. 통합된 서술형 고쳐 말하기(incorporated declarative recast)는 학습

자의 전체 혹은 부분 발화를 더 긴 진술로 옳게 재형성함으로써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통합된 의문형 고쳐 말하기(incorporated

interrogative recast)는 학습자의 전체 혹은 부분 발화를 질문으로 옳게

재형성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필립(Philp, 2003)의 경우 학습자가 오류와 목표어의 간극을 알아차리

기(noticing) 쉬운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고쳐 말하기의 기준으로서 길이

(length)와 변화의 수(number of changes)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고쳐 말하기 유형에서는 고쳐 말하기가 5개의 형태소를 기준으로 짧은

고쳐 말하기와 긴 고쳐 말하기, 그리고 변화의 수에 따라 변화가 1개, 2

개, 3개 이상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쉰(Sheen, 2006)은 리스타(Lyster,

1998)와 필립(Philp, 2003)의 분류를 받아들이되 길이를 기준으로 단어나

짧은 구(phrase), 내용어가 2개 이상인 긴 구, 절(clause)의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변화의 수뿐만 아니라 변화의 유형을 추가하여

의미 추가 없음 의미 추가 있음

하강 억양

분리된 서술형 고쳐 말하기

(isolated declarative

recast)

통합된 서술형 고쳐 말하기

(incorporated declarative

recast)

상승 억양

분리된 의문형 고쳐 말하기

(isolated interrogative

recast)

통합된 의문형 고쳐 말하기

(incorporated interrogative

recast)

[표 Ⅱ-3] 고쳐 말하기의 네 가지 유형 분류(Lyster, 1998: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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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삭제, 대체, 순서 재배치, 결합의 5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언어적 초

점의 기준을 추가하여 발음, 어휘, 문법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렇듯 고쳐 말하기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엘리스와 쉰(Ellis &

Sheen, 2006) 또는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에서는 고쳐 말

하기의 언어적 명시성-암시성의 연속체(continuum)를 언급하면서 다우

티와 바렐라(Doughty & Varela, 1998)의 수정적 고쳐 말하기(corrective

recast)와 같은 유형은 좀 더 명시적인 피드백에 속한다고 하였다. 다우

티와 바렐라(Doughty & Varela, 1998)는 그들의 실험 연구에서 수정적

고쳐 말하기(corrective recast)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1)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오류 반복과 2) 학습자 발

화에 대한 고쳐 말하기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 [그림 Ⅱ

-2]와 같다.

[그림 Ⅱ-2] 수정적 고쳐 말하기의 예(Doughty & Varela, 1998: 124)

위 예시에서 교사는 1) 오류어 ‘think’와 ‘will’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때

강조(stress)와 상승 억양(rising intonation)을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집

중시킨 뒤 2) ‘thought’와 ‘would’로 수정한 완전한 문장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쳐 말하기의 유형에 대한 제2언어 습득에서

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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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명시성<---------------------------->암시성
피드백 범위 부분적 고쳐 말하기 전체적 고쳐 말하기
의미 추가 여부 분리된 고쳐 말하기 통합된 고쳐 말하기
강조(stress) 강조된 고쳐 말하기 강조 없는 고쳐 말하기
억양 의문문 고쳐 말하기 평서문 고쳐 말하기
길이 짧은 고쳐 말하기 긴 고쳐 말하기
변화의 수 변화가 적음 변화가 많음
피드백 대화이

동(move)의 수
여러 번의 대화이동 하나의 대화이동

[표 Ⅱ-4] 명시성에 따른 고쳐 말하기 유형 분류

즉 고쳐 말하기의 명시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습자가 수정적인 의도를

알아차리기(noticing) 쉽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한

상미(2001)는 위의 기준 가운데 범위에 따라 부분적 고쳐 말하기와 전체

적 고쳐 말하기를 각각 명시적 바로잡기, 암시적 바로잡기로 분류하였다.

김남형(2010)은 피드백 범위에 더하여 화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

단위 이하에 더불어 강세와 상승 억양과 같은 화용적인 강조가 있는 경

우를 명시적인 고쳐 말하기로, 그렇지 않은 절과 문장 단위에 화용적 강

조가 없는 유형을 암시적인 고쳐 말하기로 분류하였다. 진제희(2004)는

억양을 기준으로 의문형의 고쳐 되묻기와 서술형의 고쳐 말하기로 구분

하여 피드백 형식을 기준으로 고쳐 말하기의 유형을 나누었다. 김은호

(2016)의 경우에는 고쳐 말하기를 고립된 고쳐 말하기(isolated recast)와

삽입된 고쳐 말하기(embedded recast)로 분류하고 삽입된 고쳐 말하기는

이해 표시나 학생 말차례에 대한 평가 행위 내에 삽입되어 있다고 하여

의미 추가 여부를 기준으로 고쳐 말하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김서형

(2019)은 피드백 길이, 유형, 언어적 초점에 차별화를 두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교사의 수정적 의도, 즉 발화의 언표 내적 효력

(illocutionary force)을 알아차리기 쉬운지를 기준으로 고쳐 말하기 피드백

을 명시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보다 명시적인 유형은 다우티와

바렐라(Doughty & Varela, 1998)의 수정적 고쳐 말하기(cor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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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sts)로 반복과 고쳐 말하기로 이루어진 복합형 고쳐 말하기(complex

recast)이다. 보다 암시적인 유형은 연구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고쳐 말하기(Long & Robinson, 1998; Lyster & Ranta, 1997; Ellis,

2012)로 기본형 고쳐 말하기(single recast)이다. 피드백 범위, 강조, 억양,

피드백 대화이동의 기준에 따라 본고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Ⅱ-5]와 같다.

1.3.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피드백 후 학

습자의 반응(uptake)11)(Braidi, 2002; Lyster & Ranta, 1997; Lyster,

1998; Panova & Lyster, 2002; Ellis et al., 2001; Lyster & Mori, 2006;

Sheen, 2004; Mackey & Philp, 1998; McDonough & Mackey, 2006), 비

교 피드백의 유형(Lyster, 2004; Ammar & Spada, 2006; Lyster &

11) 올라이트(Allwright, 1984)에 따르면 반응(uptake)이란 특정 수업으로부터

학습자가 배웠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피드백 연구에서

uptake는 교사의 피드백에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학습자의 발화이자 학습자의

초기 발화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끌려는 교사의 의도에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

로든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Lyster & Ranta, 1997: 49).

명시성<---------------------------->암시성
복합형 고쳐 말하기

(반복+고쳐 말하기)

기본형 고쳐 말하기

(고쳐 말하기 단독)
피드백 범위 부분+전체 전체
강조 강조 강조 없음
억양 의문문(+상승 억양) 평서문
피드백 대화이동

(move)의 수
두 번의 대화이동 하나의 대화이동

[표 Ⅱ-5] 본 연구의 피드백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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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quierdo, 2009; Yang & Lyster, 2010; Ellis et al., 2006; Li, 2014;

Nassagi, 2007; Adams et al., 2011; Granena & Yilmaz, 2019), 고쳐 말

하기 피드백의 성질(Philp, 2003; Loewen & Philp, 2006; Egi, 2007;

Erlam & Loewen, 2010; Nassagi, 2017; Wacha & Liu, 2017), 언어적

요인(Long et al., 1998; Mackey, 2006; Iwashita, 2003; Ishida, 2004), 숙

달도(Mackey & Philp, 1998; Ammar & Spada, 2006; Li, 2014; Philp,

2003), 불안(anxiety)(Sheen, 2008), 작업기억 용량과 언어적성(Li et al.,

2019), 환경적 요인으로서 과제 유형과 친숙도(Révész & Han, 2006), 과

제의 복잡성(Révész, 2009), 컴퓨터 매개 환경(Yilmaz, 2012; Parlak &

Ziegler, 2017) 등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었다. 이때 반응은 주로 담화분석

연구에서 논의되었고 환경적 요인은 본 연구의 실험에서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드백 유형, 언어적 요인, 그리고 학습자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한다.

1.3.1. 피드백 유형에 따른 효과

협상 피드백이 효과적이라는 담화분석 연구들(Lyster & Ranta, 1997;

Panova & Lyster, 2002)을 바탕으로 실험 연구들에서는 다른 피드백과

의 비교를 통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고

쳐 말하기의 효과를 프롬프트(prompts)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몰입 수업에서 프랑스어 문법적 성(grammatical gender)에 대한 형태 초

점 교수(FFI)는 고쳐 말하기나 피드백이 없을 때보다 프롬프트와 결합될

때 더 효과적이라거나(Lyster, 2004), ESL 수업에서 영어 3인칭 소유 한

정사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는 숙달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프롬프트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Ammar & Spada, 2006). 한편 성인 프랑스어 제

2언어 수업에서 문법적 성에 대한 피드백 효과를 조사했을 때에는 고쳐

말하기 집단과 프롬프트 집단 모두 정확성(구어 산출)과 유창성(선택형



- 39 -

문제의 반응 시간)이 향상되기도 하고(Lyster & Izquierdo, 2009), 중국

EFL 수업에서 영어의 규칙적 과거 시제 형태에서는 프롬프트가 고쳐 말

하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나, 불규칙 형태에서는 양자 간 차이가 없기

도 하였다(Yang & Lyster, 2010). 그러나 프롬프트는 명료화 요구, 반복,

유도, 메타언어 증거의 네 가지의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가지 전

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Ellis

& Shintani, 2014: 268-269). 또한 구와 맥키(Goo & Mackey, 2013: 158)

는 고쳐 말하기와 프롬프트가 L2 발달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며 고쳐

말하기를 통해 이전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프롬프트가 학습자에게 상기

시키는 방식으로 피드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메타언어 피드백과 비교하거나(Ellis

et al., 2006; Li, 2014), 유도 피드백과 비교하거나(Nassagi, 2007), 명시

적 수정과 비교한(Adams et al., 2011; Granena & Yilmaz, 2019) 연구들

도 있다. 먼저 엘리스 외(Ellis et al., 2006)에서는 영어 과거 시제 ‘–ed’

습득에 있어서 메타언어 피드백(명시적인 유형)과 고쳐 말하기(암시적인

유형)를 통해 수정적 피드백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구어 모방 과제(암시

적 지식 측정), 문법성 판단 과제와 메타언어 지식 과제(명시적 지식 측

정) 결과 고쳐 말하기보다 메타언어 피드백이 암시적, 명시적 지식 모두

에서 효과가 크게 보고되었다. 리(Li, 2014)는 중국어 분류사(classifiers)

와 완료상 ‘–le’ 습득에 있어 메타언어 피드백과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메타언어 피드백은 낮은 숙달도 학습자에게는 상대적

으로 효과적이었으나 높은 숙달도의 경우에는 고쳐 말하기가 메타언어

피드백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나사지(Nassagi, 2007)는 ESL 수업

에서 유도 피드백과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비교했는데 피드백의 두드러

짐(salience)과 반응 유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하위 유형을 나누어 코딩한

결과 두 피드백 모두 명시적인 억양이나 구어 프롬프트와 결합될 때 정

확도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아담스 외(Adams et al., 2011)는 ESL, 학습

자 간 상호작용 중의 영어 과거 시제와 처격에 대한 고쳐 말하기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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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정을 비교했는데 고쳐 말하기와 처격 구어 산출 외에는 피드백과

학습자의 습득 간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라네나와 일마즈

(Granena & Yilmaz, 2019)에서도 자기조절 읽기 과제(self-paced

reading task)로 측정된 스페인어 성 일치와 다른 목적격 표지

(differential object marking)에 있어서 부분적 고쳐 말하기와 명시적 수

정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다른 종류의 피드백이 아닌 고쳐 말하기의 성

질에 따라 나누어 고쳐 말하기 피드백 유형 간 비교를 한 연구들도 있었

다. 가령 필립(Philp, 2003), 로웬과 필립(Loewen & Philp, 2006), 그리고

에기(Egi, 2007)에서는 변화의 수, 피드백의 길이에 따라 고쳐 말하기의

효과를 논하였다. 필립(Philp, 2003)은 33명의 성인 ESL 학습자를 대상으

로 2주간의 상호작용 세션동안 의문문 오류에 대해 고쳐 말하기를 제공

하고 즉각적 회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60-70%의 고쳐

말하기를 알아차렸으나 학습자가 숙달도가 높아 입력에 더 친숙하거나

작업기억 용량이 클수록, 고쳐 말하기가 짧을수록, 그리고 고쳐 말하기

된 발화의 변화가 적을수록 더 정확히 회상할 수 있었다. 49명의 일본어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에기(Egi, 2007)에서도 고쳐 말하기

가 짧고 원래 발화와 유사할 때(변화의 수가 적을 때) 피드백 내의 언어

적 증거에 주목할 수 있었다. 로웬과 필립(Loewen & Philp, 2006)에서는

12개의 성인 ESL 수업을 관찰하고 의미 중심 상호작용 동안 제공된 고

쳐 말하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회귀분석 모형에서 강조(stress), 평

서문 억양(declarative intonation), 단일 변화, 그리고 여러 번의 대화이

동(move)이 성공적인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의문문 억양, 짧은 길

이(5 형태소 미만), 그리고 단일 변화가 사후 시험의 정확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에서는 명시적 피드백(의문

형 오류 반복 + 평서문 고쳐 말하기)과 암시적 피드백(의문문 고쳐 말하

기)으로 유형을 나누어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50명의 프랑스어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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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형용사 성수 일치에 대한 발달을 구어 모방, 문

법성 판단, 즉각적 산출 테스트로 측정한 결과 두 유형은 학습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드백 여부가 사후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반면 나사지(Nassagi, 2017)에서는 목표 오류에 한정된 집중적

(intensive) 고쳐 말하기와 모든 오류로 확장된(extensive) 고쳐 말하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48명의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관

사에 대한 발달을 구어 산출, 문어 산출, 문법성 판단 과제로 측정한 결

과 확장된 고쳐 말하기 집단만이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구어 산출과 문

법성 판단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와차와 리우(Wacha & Liu, 2017)

는 조금 다른 구조를 사용하여 오류를 바꿔 말한(paraphrased) 고쳐 말

하기와 맥락 정보에 대한 설명 후 고쳐 말하기를 제공하는 상세한

(elaborated) 고쳐 말하기를 전통적인 고쳐 말하기와 비교하였다. 4명의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계열 설계(time-series design)의 종단적인 연

구를 통해 과거 시제 습득을 살펴본 결과 통제 집단을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의 고쳐 말하기가 모두 구어 모방 과제에서 정확성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바꿔 말한 고쳐 말하기가 전통적인 고쳐 말하기보다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였다.

1.3.2. 언어적 요인에 따른 효과

고쳐 말하기의 효과는 언어 간 목표 구조 차이(Long et al., 1998), 동

일 언어 내 목표어 구조 차이(Mackey, 2006; Iwashita, 2003), 동일한 목

표어 구조 내 분류에 따른 차이(Ishida, 2004)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먼저 롱 외(Long et al., 1998)에서는 스페인어 문법과 일본

어 문법의 비교를 통해 고쳐 말하기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으

로 일본어 습득에 있어서는 24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형용사 순서와 처

격 구성에 대해, 스페인어 습득에 있어서는 3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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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목적어의 주제화(topicalization)와 부사 배열에 대해 고쳐 말하기와

모범 보이기(model)를 제공하였다. 구어 그림 묘사 과제를 통해 습득을

측정한 결과 고쳐 말하기는 스페인어 부사 배열의 발달에서만 모범 보이

기보다 큰 효과를 보여 언어 간, 언어 내 목표어 구조 간 차이가 고쳐

말하기의 영향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맥키(Mackey, 2006) 역시 26명의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거 시제,

복수 형태소, 의문문 형태에 대한 구어 산출을 통해 습득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의문문, 복수형, 과거 시제의 순서로 주목과 발달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와시타(Iwashita, 2003)에서는 호주 대학의 초급 일본어

L2 학습자 55명을 대상으로 과제 기반 의사소통 동안 일본어 처격-우선

구성(locative-initial construction)과 ‘te-’ 형태 동사 습득을 조사하였다.

구어 산출을 통해 발달을 측정한 결과 과제 기반 상호작용 동안 제공된

암시적 부정적 증거 가운데 70% 이상이 고쳐 말하기였으며 ‘te-’ 형태

동사 습득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처격-우선 구성에는 효과를 보이지 못

했다.

이시다(Ishida, 2004)는 4명의 일본어 L2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계열

설계(time-series design)를 통해 종단적으로 일본어 미완료상 ‘–te

i-(ru)’의 습득을 조사하였다. 구어 산출을 통한 발달 측정 결과 처치 기

간 동안 고쳐 말하기의 빈도와 일본어 미완료상 ‘–te i-(ru)’의 정확성

향상 간에 상관이 발견되었으나 상 가설에서와 달리 ‘–te i-(ru)’의 결과

상(resultative use)보다 진행상(progressive use)의 정확성이 낮아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목표어 구조 안에서도 다른 상 분류에 상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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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학습자 요인에 따른 효과

고쳐 말하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는 학습자

의 숙달도(Mackey & Philp, 1998), 불안(anxiety)(Sheen, 2008), 작업기

억 용량과 언어적성(Li et al., 2019)이 언급되었다. 먼저 맥키와 필립

(Mackey & Philp, 1998)은 (준비된/준비되지 않은) 상호작용 집단, (준비

된/준비되지 않은) 고쳐 말하기 집단, 통제 집단을 나누고 구어 산출을

통해 영어 의문문 발달을 살펴본 결과 준비된, 즉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

들에게는 단순 상호작용만 있는 것보다 고쳐 말하기가 결합된 상호작용

이 더 이로울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부 연구들(Ammar &

Spada, 2006; Li, 2014; Philp, 2003)에서 높은 숙달도의 학습자가 고쳐

말하기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불안 요인과 관련하여 쉰(Sheen, 2008)은 불안이 고쳐 말하기에 따른

영어 관사 사용의 정확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쳐 말하기

이후 수정된 산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61명의 ESL 학습자를 고쳐 말하기(유/무)와 불안(상/하)에 따라 4개 집

단으로 나누고 2주간의 수업 동안 실험 집단에게만 고쳐 말하기를 제공

하였다. 받아쓰기와 쓰기 과제를 통한 사전-사후 실험 결과 고쳐 말하기

는 낮은 불안 수준의 학습자에게만 효과적이었다.

작업기억 용량과 언어 적성과 관련하여 리 외(Li et al., 2019)에서는

150명의 중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점에 따라 과제 전, 과제 중,

과제 전과 중, 과제 후, 통제 집단의 5가지 유형을 나누어 형태 초점 교

수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때 과제 중 피드백이 오류 반복과 재형성이

결합된 수정적 고쳐 말하기였다. 연구 결과 영어 피동태 습득에 있어서

수정적 고쳐 말하기가 포함된 교수 조건에서는 문법성 판단과 유도 모방

과제에 있어서 작업기억 용량이 영향을 미친 반면 언어 분석 능력은 과

제 후 피드백과 통제 집단에서 문법성 판단에서만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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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피동 습득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피동의 개념과 유형

2.1.1. 피동의 개념

국어학적으로 피동(被動, passive)의 개념은 태와 동사의 종류, 두 가

지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먼저 태(voice)란 영어 통사론에서 문장의 의미

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것이 나타내는 행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표현방식으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를 바라보면 능동태

(active voice), 피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를 바라보면 수동태(passive

voice)가 된다(이환묵, 2002: 567). 일찍이 언더우드(Underwood, 1890)는

한국어 동사는 능동, 사동, 피동의 세 가지 다른 태를 갖는다고 기술하면

서도 많은 동사들이 세 개의 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많은 한

국어 능동사가 ‘속소(to be cheated)’와 같이 피동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

하였다(Underwood, 1890: 90). 박승빈(1935)은 용언의 기본태와 변동태를

나누고 변동태의 하나로서 수동태를 다루면서 ‘동사의 동작을 받는 체언

을 주어로 하는 용언의 태(박승빈, 1935: 288-289)’로서 피동을 정의하였

다.

한편 유길준(1909)에서는 동사의 변화로서 피동을 분류하였으며 ‘피동

사라 는 자주격명사가 빈격명사의 작용을 피(被)는 관계발현

는 어(語)(유길준, 1909: 37)’라 피동을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주

시경(1910)에서는 동사의 파생으로 피동을 다루면서 ‘남움(他動)이 제움

(自動) 되게 하는 것(주시경, 1910: 113)’으로, 최현배(1937)에서는 ‘입음

움직씨(被動動詞)란 것은 월의 임자가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

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움직씨

(최현배, 1937; 최현배, 1971: 420에서 재인용)’로 피동을 정의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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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최현배(1937)는 ‘남의 힘을 입음’이라는 의미론적 정의를 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한데 오늘날 피동을 정의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전통이 이어져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작

용을 피동이라 한다(고영근, 구본관, 2018: 369).

한편 본고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피동을 다루

는 만큼 범언어적 현상으로서 피동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언어

유형론적인 논의도 살펴보고자 한다. 시바타니(Shibatani, 1985)에 따르면

원형으로서 피동(passive prototype)은 다음 [표 Ⅱ-6]과 같은 특징을 지

닌다.

즉 원형적인 피동은 화용론적 특성으로는 동작주(agent)12)의 탈초점

12) 본고에서는 의미역 위계(Foley & Van Valin, 1984: 59)를 다음과 같이 번역

하였다.

a. 일차적인 화용적 기능: 동작주 탈초점화

b. 의미적 특성:

(i) 의미가: 서술어(동작주, 피동작주)

(ii) 주어가 영향 입음.

c. 통사적 특성:

(i) 통사적 부호화: 동작주 → ∅(부호화 없음)

피동작주 → 주어

(ii) 서술어(P) 자릿수: 능동 = P/n;

피동 = P/n-1

d. 형태적 특성:

능동 = P;

피동 = P[+ passive]

[표 Ⅱ-6] 피동 원형(passive prototype)의 특성(Shibatani, 1985: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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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겪는다. 의미적 특성으로는 서술어가 동작주(agent)와 피동작주

(patient)를 요구하며 주어가 영향을 입는다. 통사론적 특징으로는 피동

작주가 주어 자리로 상승되고 동작주는 삭제되거나 사격 보어 자리로 하

강한다. 따라서 능동과 비교했을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형태론적 특성으로는 서술어에 피동 표지가 덧붙을 수 있다.

(1) a.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1) b.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위의 예문 (1)에서 한국어 피동문 b는 원형적인 피동으로서 의미론적

으로는 주어인 도둑이 영향을 입는다. 또한 능동문 a와 비교했을 때 피

동문 b에서는 피동작주인 도둑이 주어 자리로 상승하였고 동작주 경찰

은 사격 보어 자리로 하강하여 ‘에게’ 표지가 붙으며 탈초점화되어 있다.

또한 능동문 a에서는 ‘잡다’가 주어와 목적어의 두 가지 문장 성분을 요

하는 반면 피동문 b에서는 목적어가 불필요해지면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들고 ‘잡다’에 피동 표지로서 접미사 ‘-히-’가 덧붙어 ‘잡히다’로 나

타났다.

(2) a.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b. 이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3) a. 농부 두 명이 뱀 한 마리를 밟았다.

b. 뱀 한 마리가 농부 두 명에게 밟혔다.

(고영근·구본관, 2018: 370-371)

(4) a. 페인트 자국을 어머니가 한 시간 넘게 닦았다.

b. 한 시간이 넘은 후에야 페인트 자국이 닦였다.

동작주(agent) 영향주(effector) 처소(locative) 대상(theme) 피동작주(patient)

------------------→ ←------------------

행위자(actor) 피동자(undergoer)



- 47 -

(이정택, 1998: 301)

그러나 (2)의 예문들은 원형적인 피동과 차이를 갖는다. (2)의 예문 a

는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려울뿐더러 b는 의미상 동작주가 존재한다 하

더라도 ‘에게’, ‘한테’, ‘에 의하여’와 같은 부사어 명사구를 상정하기 곤란

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예문 (1)에서와 달리 (3)과 (4)의 예

문들은 의미상 능동과 피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의

능동문 a는 농부 두 명이 각각 뱀 한 마리를 밟는 경우와 두 명이 함께

한 마리를 밟는 경우로 양화사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되지만 대응 피동

문 b는 후자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4)에서는 ‘닦다’가 표현하는 능동 행

위가 먼저 일어난 후 ‘닦이다’의 피동이 이행되므로 능동과 피동이 동일

공간 안에서 일어나나 시간의 폭이 달라 능동과 피동의 진리 조건(truth

condition)이 상이해진다(이정택, 1998: 303).

따라서 이러한 예문들은 어떤 피동문들은 원형적인 피동과 달리 대응

능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학적 논의를 살펴보면 서정수(1996)는 능동-피동

대응 제약, 피동 형태 제약, 동일 의미 제약을 기준으로 진피동문(true

passive), 불구(不具) 피동문 또는 덜갖춘 피동문, 목적격 피동문, 가피동

문, 그 밖의 피동성 표현으로 피동의 유형을 나눈 바 있다. 우인혜(1997)

도 마찬가지로 대당 능동문의 존재 여부(구문론적인 요건), 피동 접미사

첨가 여부(형태론적인 요건), 그리고 대당 능동문과의 기저 의미의 동일

성 여부(의미론적인 요건)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피동과 의사피동

(pseudo-passive)으로 나누고 진피동은 다시 전형적 피동(typical

passive)과 비전형적 피동(non-typical passive)으로 나누었다.

언어 유형론적 논의에서는 하스펠마스(Haspelmath, 2003)가 문법 형

태소(grammatical morphemes)의 다의성에 주목하여 아래 [그림 Ⅱ-3]과

같은 의미 지도를 제안하였다.



- 48 -

[그림 Ⅱ-3] 재귀와 중간 기능(middle functions)을 위한 의미 지도

(Haspelmath, 2003: 13)

위 그림에 따르면 재귀 표지(reflexive marker)는 면도나 빗질과 같은

몸단장/몸동작, 자발적인 사건에서는 더 이상 재귀의 기능을 하지 않으

며 나아가 ‘쉽게’, ‘잘’과 같은 부사어와 어울리는 가능 피동의 의미까지

나타낼 수 있다. 연재훈(2011)에 따르면 세계 많은 언어들에서 피동문이

재귀 구문(reflexives)이나 상호 구문(reciprocals)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

며(연재훈, 2011: 130), 동일한 형태소가 피동 ,재귀, 상호 의미를 각각 표

시할 수 있는 의미상의 전이는 문법적 주어가 모두 ‘영향을 받는 요소’

(피영향자: affected entity)라는 의미적 공통성에 연유한다(연재훈, 2011:

131). 또한 행위주를 하강시킨다는 점에서도 피동문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과 공통점을 갖는다(연재훈, 2011: 132). 즉 한국어

에서는 재귀 표지를 대신하여 피동 표지가 가능 피동과 반사동(자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국어 피동은 범언어적 현상으로서, 원형 피동의 특성을 띠는

피동문들 외에도 피동 표지에 의해 다양한 특성을 갖는 구문들이 있어

한국어 피동을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본고에서는 국어학적으로

논의된 불구 피동문이나 비전형적 피동의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피동 표지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구문들을 다루며 이

는 피동의 형태와 의미와 관련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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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피동의 범위

한국어에서 피동이 실현되는 방식은 크게 ‘-이/히/리/기-’의 접미사가

붙어 파생되는 방식과 ‘-어지다’나 ‘-게 되다’와 같은 통사적인 구성에 따

른 방식, 그리고 ‘되다’, ‘받다’, ‘당하다’와 같은 어휘적 구성 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국어학계에서는 피동을 문법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지 의미

론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동의 범주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

루어왔다. 따라서 학자들마다 접미사 피동만을 피동으로 인정하는 엄격

한 입장(임홍빈, 1978; 서정수, 1996; 우인혜, 1997)에서부터 ‘-어지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까지 인정하는 입장(성광수, 1976; 배희임, 1988; 남기

심, 고영근, 1985; 연재훈, 2011; 남수경, 2011a), 어휘적 피동까지 아우르

는 입장(최현배, 1937/1971; 고영근, 구본관, 2018), 그리고 그보다 포괄적

인 관점에서 피동을 정의하는 입장(기타무라, 2004; 이상억, 1999)까지

다양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임홍빈(1978)은 국어의 피동법에 대한 통일적인 원리 발견의 중

요성을 피력하며 동사의 어간에 ‘-이/히/리/기-’ 같은 접미사가 연결되어

피동사의 어간이 형성되는 예만이 피동성 성립의 조건13)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피동성의 문제를 순수히 의미 중심으로 해석하여 ‘받다,

맞다, 듣다’와 같은 타동사 구문이나 ‘되다, 지다’ 구성과 같은 이질적인

구문을 피동법 논의에 포함시켜 온 종래의 입장이 유효한 것일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임홍빈, 1978; 임홍빈, 1998: 307에서 재인용). 서정수

13) 피동성 성립 제약은 1) 피동 영역 제약 2) 형식 요건 제약 3) 단회 피동 제약 4)
능동 대당문 제약(임홍빈, 1998: 339)이며 각각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피동 영역 제약: 피동성의 문제는 능동 대당문과 피동 대당문 두 문장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이다.
2) 형식 요건 제약: 대응 관계 사이에는 통사론적 징표로서 매우 질서정연하며 체
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3) 단회 피동 제약: 하나의 단일문에 관한 한, 피동화는 단 한 번밖에 적용되지 않
는다.
4) 능동 대당문 제약: 어떤 피동문에 대하여 능동 대당문은 1 대 1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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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역시 ‘이, 히, 리, 기’ 따위의 접미사가 동사에 첨가되면서 일어나

는 피동 변형으로서 피동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피동문 변형은 구문론,

형태론 및 의미 면의 특성에 바탕을 한 것으로 단순히 의미적인 피동성

표현과는 다르다고 하였다(서정수, 1996: 1054). 우인혜(1997) 또한 국어

의 전형적인 피동법은 ‘-이/히/리/기-’에 의한 접미 피동법이고 그밖의

‘어 지다’나 ‘되다’ 따위 피동법은 본래 피동법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거

나 어휘적인 피동 표현에 불과하다고 논술한 바가 있다(우인혜, 1997:

18).

반면 남기심, 고영근(1985)에서는 피동의 유형을 피동 접미사 ‘-이/히/

리/기-’ 등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피동사에 의한 피동법과 ‘-어지다(-아지

다)’에 의한 피동으로 나누었다. 성광수(1976)는 만약 접미사 첨가에 의

한 피동태만 국어의 규칙적인 피동법으로 인정하고 “지(다)”, “되(다)”에

의한 피동의 구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세어에서는 피동 접미사에

의해 규칙적으로 피동 표현이 가능하던 많은 동사가 현대어에서 피동태

로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언어 표현이 오히려 다양해

가는 현대어에 있어서 피동 표현의 퇴화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성광수, 1976; 성광수, 1999: 101에서 재인용). 그러면서 동사의 피동태

를 접미사에 의한 직접피동(동작, 즉 작위의 방향에 대한 피동)과, 조동

사에 의한 간접피동(결과적인 상태나 기동적인 과정, 즉 비동작의 피동)

(성광수, 1976; 성광수, 1999: 109에서 재인용)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배희임(1988)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피동을 동작피동과 상태피

동으로 나누고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을 동작피동, 파생자

동사나 타동사에 ‘아/어+{지}’가 붙는 경우, 명사성어근에 ‘{되}’가 붙는

경우를 상태피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자동사어간에 ‘{이, 히, 리, 기}’

가 붙거나 형용사/자동사어간에 ‘아/어+{지}’가 붙는 경우, 그리고 피동의

미를 표현하는 능동태성의 문장은 의사피동으로 처리하였다. 부연하자면

접미사에 의한 피동문은 우연적인 공백이 많아 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

이때 어휘적 공백을 ‘지다’형 피동이 담당하나 접미피동사보다는 피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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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동 외의 다른 의미 자질도 갖는다는 점에서 간접

피동이라고 한다(배희임, 1988: 5). 연재훈(2011)은 언어유형론적으로 접

근하여 피동문을 1) 파생적(형태적)피동과 분석적(통사적)피동, 2) 상태

피동과 과정 피동, 3) 행위자 있는 피동과 행위자 없는 피동으로 구분하

고 한국어 피동 구문을 형태적 피동(접사 피동)과 통사적 피동(‘-어지다’

피동)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최현배(1937)는 첫째 입음법은 남움직씨에 입음 도움 줄기 “히” 또는

“기”를 더하여 입음(被動)을 만드는 법(최현배, 1937; 최현배, 1971:

423-424에서 재인용), 둘째 입음법은 “하다”에 대하여 입음의 뜻을 나타

내는 제힘 움직씨 “되다”, “받다”, “당하다”의 줄기 “되” “받” “당하”를

그 “하다” 대신에 갈아넣어서 만드는 법(최현배, 1937; 최현배, 1971: 429

에서 재인용), 셋째 입음법은 모든 움직씨의 껌목법 어찌꼴 “00아” (또

는, 00어, 0여)에 도움 움직씨(補助動詞) “지다”를 더하여 입음을 만드는,

두루통하는 법(최현배, 1937; 최현배, 1971: 431에서 재인용)이라 하여 파

생적, 어휘적, 그리고 통사적 피동을 모두 포괄하였다. 고영근, 구본관

(2018)은 피동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라도 통사적인 기

준을 만족한다면 피동문으로 다루어(고영근, 구본관, 2018: 370), 접미사

‘-이/히/리/기-’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 ‘-어지

다’에 의한 피동문, 그리고 ‘되다’류에 의한 피동문을 다루었다.

한편 더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먼저 기타무라

(2004)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일 동사(‘맞-’에 의한 피동문 등)를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피동문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첫째, 문장

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단문 조건’, 둘째, 의미론적인 대당 능동문 상

정 조건, 셋째, 동작주 논항이 수의적인 사격 논항이나 원인 부가어로 나

타날 수 있다는 ‘동작주 내재 조건’이 있다(기타무라, 2004: 44). 이처럼

통사·의미론적 면에서 피동문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서술어의 형태적 특

징을 제한하지 않고 단일 동사(‘맞-’에 의한 피동문 등)도 용인하는 한편

‘단문 조건’에 의해 복합문 구성인 ‘-게 되’는 제외하였다. 반면 이상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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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71)은 ‘-게(끔)[도록] 되다’를 조동사에 의한 우설적 표현(迂說的,

periphrastic)이라 하여 피동 표현형식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연하여

‘–아[어]지다’나 ‘-게(끔)[도록] 되다’는 기동상이라는 설을 직감적으로

수긍할 수 있으면서도(이상억, 1999: 173), 영어의 상태피동태(statal

passive)에 접근할 수 있기에 실제 어감에서 피동성은 약화되었지만 역

시 피동표현의 일역을 담당한다고 하였다(이상억, 1999: 176). 다만 형용

사와 결합하는 경우 의사피동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정택(2004) 또한 ‘-

게 되다’의 ‘되다’가 그 기본적인 속성에 있어 여타의 ‘되다’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이정택, 2004: 109) 다만 ‘밥이 맛있게 되었다’와 같이

형용사에 결합되는 ‘-게 되다’의 경우 사건의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피동’과 관련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이정택, 2004: 113)는 점에서 이

상억(1999)과 관점을 같이 한다. 또한 ‘맞다’나 ‘지다[負]’ 동사 역시 피동

표현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기타무라(2004)와 동일한 입장을 보여 준

다.

본고에서는 ‘-게 되-’는 복합문 구성으로 간주하고 문장의 범위를 넘

어서며(기타무라, 2004) 의미상 피동의 의미보다는 ‘전망’의 동작상적 의

미가 두드러지므로(고영근, 구본관, 2018: 376) 피동의 범위에서 제외하

기로 한다. 또한 ‘맞다’ 등의 개별 동사의 경우 전통적으로 피동의 논의

에서 다루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한국어 피동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술성 명사에 ‘되다’, ‘받다’, ‘당하다’가 결합하는 구성은 선행 명사와 동

사 간의 긴밀성이 크지 않아 어휘적으로 피동을 표현하는 것이지 문법적

현상이 아니므로(남수경, 2011a: 54)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히/리/기-’ 접미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과 ‘-어지다’ 구성

에 따른 통사적 피동을 피동의 범위로 다루되 파생적 피동에 초점화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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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동의 의미

일찍이 최현배(1937)는 피동의 뜻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다름이 있으

며 이해 입음(利害被動), 할수있는 입음(可能的 被動) 절로되는 입음(自

然的 被動)(최현배, 1937; 최현배, 1971: 422에서 재인용)이라 하여 한국

어에서 피동의 의미를 이해피동, 가능적 피동, 자연적 피동의 세 가지로

나눈 바 있다. 또한 국어의 피동에는 비행동성(非行動性) 내지는 탈행동

성(脫行動性, deactivative) 혹은 상황 의존성(狀況 依存性)이 두드러진다

는 점(이익섭·임홍빈, 1986: 201) 역시 이러한 피동의 의미 분화와 관련

된다. 국어학 논의에서 가능적 피동이나 자연적 피동은 비전형적 피동

(서정수, 1996; 우인혜, 1997)으로 다루어졌다.

(5) a. 곡간의 곡식이 쥐에게 야금야금 먹히고 있다.

b. 요즈음 밥이 잘 안 먹힌다.

c. 값이 비싸게 먹혔다.

(6) a. 벽에 못이 박혔다.

b. 내 가슴에 못이 박혔다.

c. 손에 못이 박혔다.

(7) a. 실의 매듭이 풀렸다.

b. 오늘따라 게임이 잘 풀린다.

c. 날씨가 풀렸다.

(우인혜, 1997: 58-60)

우인혜(1997)에 따르면 (5)-(7)의 예문들은 a와 같은 전형적인 피동

문 구성과 b과 같은 비전형적 피동문 구성, c와 같은 의사 피동을 통해

피동의 전형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의미 단계를 보여 준다. 이때 비전형

적인 피동문은 동작주를 상정하여 대응 능동문을 만들기가 어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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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우인혜(1997)는 이러한 쓰임이 나타나는 까닭을 행동자가 생략된

채 굳어진 국어 문장의 생략 현상, 피동자의 무정화, (화용론적) 의미 전

의, 행동자가 신이나 자연일 때의 사동자의 불확정성으로 설명하였다(우

인혜, 1997: 57). 그리고 의사 피동문이란 피동형의 동사가 쓰이고는 있

지만 그 능동문이 전혀 대응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미 면에서도 피동성보다는 일종의 상태성 표현을 드러낸

다(우인혜, 1997: 58). ‘비싸게 먹히다’는 ‘비용이 들다’ 정도로, ‘손에 못이

박히다’는 ‘살갗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날씨가 풀리다’는 ‘날씨가 따

뜻해지다’로 의미가 분화되었으며 동작성이 결여되어 있다. 서정수(1996)

는 비전형적 피동문과 의사 피동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구 피동문과 가

피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우인혜(1997)와 마찬가지로 ‘밥

이 잘 안 먹힌다’나 ‘온 산야에 눈이 덮였다’와 같은 예문을 불구 피동문

으로, ‘아침부터 차가 밀리다, ’내 말이 잘 안 먹힌다‘, ’날씨가 풀려서 개

었다‘ 등은 가피동문이자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성 피동문(statal

passive)(서정수, 1996: 1069)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전형성에 따른 피동 의미 분류는 피동 표지를 가진 다양한 구

문들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비전형적 피동에 대한 상이한 설

명이 혼란을 초래한다. 가령 ‘날씨가 풀리다’에 대해 우인혜(1997)는 의사

피동문, 서정수(1996)는 가피동문으로 분류하였으나 최현배(1937)는 도로

된 본대 움직씨라 하여 ‘날이 오늘부터 좀 풀어진다(최현배, 1937; 최현

배, 1971: 436에서 재인용)’, ‘틀힌(틀린) 생각이오(최현배, 1937; 최현배,

1971: 438에서 재인용)’와 같이 ‘-이-’ 파생 동사가 단순히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단순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피동문에서 제외하였다. 임홍빈

(1998)은 피동화는 행동성이나 의도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논의(임홍

빈, 1998: 320)를 고려하여 ‘날씨가 풀리다’, ‘시간이 걸리다’, ‘밥이 먹히

다’와 같이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예도 피동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피동 표지의 다의성을 포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최현배(1937)와

같이 피동을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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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이해(利害) 피동

하스펠마스(Haspelmath, 2003)의 의미 지도([그림 Ⅱ-3])에서 피동은

반사동(anticausative)과 가능 피동(potential passive), 그리고 완전한 의

미의 피동(passive)으로 의미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때 완

전한 의미의 피동이란 시바타니(Shibatani, 1985)의 원형적 피동으로, 의

미상 주어가 영향을 입는다(利害)는 점에서 본고에서 의미에 따라 피동

을 분류할 때에는 최현배(1937)의 용어와 같이 이해(利害) 피동으로 부

르고자 한다. 서정수(1996)는 진피동문으로서 이를 기술한 바 있다.

(8) a. 도둑이 주인에게 붙잡히었다.

b. 주인이 도둑을 붙잡았다.

(9) a. 수학 문제가 풀렸다.

b. (누군가가) 수학 문제를 풀었다.

(서정수, 1996: 1058)

서정수(1996)에서 기술된 진피동문의 형태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8)

과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상승하였으며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사격 보어 자리로 하강하였다. 또한 접미사

‘-히-’가 피동에 형태적으로 표시되었다. (9)의 경우 피동문에서 대당 능

동문의 주어가 삭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8)과 마찬가지로 피동

자의 문법관계 상승과 행위자의 문법관계 하강, 그리고 접미사 ‘-리-’가

형태적으로 표시된 원형적인 피동문을 이루고 있다.

(10) a. 토끼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b.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고영근, 구본관, 2018: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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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해 피동은 (10)과 같이 목적어 명사구를 갖는 피동문으로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당 능동문으로 목적격 중출문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동문의 목적어 명사구에 대해서는 (겹목적격 문장에

서) 선행 목적어의 일부를 한정하는 일종의 수식 기능 요소(서정수,

1996: 1067), 주어-목적어의 불가분리성(inalienability)14)을 특징으로 하

는 목적격 중출문에서 잔류한 목적어(우인혜, 1997: 135), 타동문의 목적

어(이상억, 1999: 188), 주제화 성분(이익섭, 임홍빈, 1986: 204-206) 등

상이한 해석이 있다. 그러나 목적어 명사구의 해석이 어떻든 목적격 피

동문은 형태, 의미적 요건에서 여타 이해 피동과 다르지 않다.

2.1.3.2. 가능(可能) 피동

가능 피동(potential passive)이란 언어 유형론적으로 속성의 의미

(generic meaning)를 갖고 일반적으로 ‘쉽게’나 ‘잘’과 같은 필수적 부사

어와 함께 쓰이는 피동 구성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Haspelmath, 2003:

13). 한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1) a. 이 종이는 잘 접힌다.

b. 이 칼이 잘 깎인다.

(임홍빈, 1998: 344)

14) 피해피동문이란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의 신체부위명사나 소유물일 때 보

통 주어가 불리한 영향을 입는 것으로 해석되는 피동문(연재훈, 2011: 169)으로

피해피동문의 ‘분리불가능 소유관계’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의미 제약 관계로

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둘이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

는 언어외적인 인지적 접근성(contiguity)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연재훈,

2011: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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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 예문 a나 b는 다른 대상에서 영향을 받는 측면보다는 ‘종이’나

‘칼’ 자체의 어떤 내재적 속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종이’는 ‘접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칼’은 ‘깎는’ 대상이 아니라 도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홍빈, 1998: 344).

이와타(Iwata, 1999: 528-529)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중동(middles)15)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동은 비사건적(noneventive)이

고 현재 시제로 나타나며 특정 사건보다 일반적 사건(generic events)을

가리킨다. 둘째, 중동은 전형적으로 가능의 양태를 포함한다. 셋째, 중동

은 일반적으로 ‘잘(easily)’과 같은 특정 부사어를 요구한다. 넷째, 문법적

주어는 동사에 의해 나타난 행위에 책임이 있다. 가령, ‘이 책이 잘 읽힌

다’에서 책에 내재된 특성이 행위에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 중동은 잠

재 논항(implicit argument)을 포함하므로 ‘저절로(all by itself)’와 같은

구는 나타날 수 없다.

이에 영향을 받은 남수경(2011b)은 한국어의 가능 피동이 피동과 구

별되는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11)의 b와 관련하여 ‘X가

이 칼로 Y를 잘 깎는다’와 같이 대당 능동문의 논리적 목적어 Y가 아닌

도구의 의미역을 가진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피동작주가 상승되지 않고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원형적 피동과 다르다.

둘째, 가능 피동은 피동과 달리 ‘-에 의해(서)’가 결합되면 매우 부자연

스럽다.

15) 가능 피동이나 반사동(자발)은 언어 유형론적으로 중동태(middle voice)로

다루어졌다. 중동태는 언어학 문헌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고전적

인 그리스 동사의 굴절 범주를 지칭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이나 상태가 동사의

주어나 그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순수 의미론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

으며(Kemmer, 1993: 1), 그러한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중간-피동

(medio-passive), 유사-재귀(quasi-reflexive), 의사-재귀(pseudo-reflexive), 중립

(neutor), 피동자-주어 구성(patient-subject construction), 그리고 이태

(deponent)의 용어가 사용되었다(Kemmer, 19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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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이 문은 경비 아저씨에 의해 잘 열린다.

b. 결국은 경비 아저씨에 의해 문이 열렸다.

(남수경, 2011b: 83)

셋째, ‘나는 작은 글씨는 안 보인다16)’, ‘나는 이 책이 잘 읽힌다’와 같

이 경험주를 주어로 하는 심리동사 구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인칭

의 제약을 받지만 사건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형적 피동과 차이를 보인다. 넷째, 피동사 ‘놓이다’와

같이 피동이 존재해도 그에 대응되는 가능 피동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

다.

(13) a. 꽃병이 탁자 위에 놓인다.

b. ??꽃병이 (탁자 위에) 잘 놓인다.

(남수경, 2011b: 84)

정해권(2015)은 세 번째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어 가능태는 동작주가

일반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나 표시되는 경우 경험주처럼 ‘(에게)는’과 결

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잘, 안’ 등의 부사와 함께 피동형 동사가 사용

된다고 하였다(정해권, 2015: 113). 정해권(2015)이 제시한 가능 구문의

도식은 아래 [그림 Ⅱ-4]와 같다.

16) 백정화(2019: 109-110)는 인구어의 가능 피동 구문이 할 수 있음(가능)의 의

미를 갖는 것과 달리 한국어의 속성 피동은 맥락에 따라 속성과 가능성 두 가

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속성 피동 구문과 가능 피동 구문을 구분하

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통사적 동작주를 상정할 수 없고 사건의 원인 소재가

피동작주의 속성이며 그 속성으로 인해 영향 입은 사건이라는 공통점에 주안점

을 두고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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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자발(自發) 피동

자발 피동은 자발의 의미를 갖는 피동으로 언어 유형론적으로 반사동

(anticausative)이라 일컬어졌다. 이때 반사동이란 자발적인, 사동이 아닌

사건(spontaneous non-caused event)을 나타낸다(Haspelmath, 2003: 12).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사동은 사동의 역의 관계에 있어 ‘반사동’

이라고 불린다(Dixon & Aikhenvald, 2000: 7). 즉 일반적으로 자동사

(intransitive)와 타동사(transitive)가 교체될 때 사동성을 가진 타동사에

표지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사동성을 가진 구문에 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이와 대응하는 구문에 표지가 나타나는 경우, 무표적인 사동과 대응되는

유표적인 동사를 반사동이라 한다(백정화, 2019: 24-25).

(14) a. 얼음이 녹았다. (자동사)

b. 영수가 얼음을 녹이었다. (타동사: 사동)

(15) a. 영수가 문을 열었다. (타동사)

b. 문이 열리었다. (자동사: 반사동)

(백정화, 2019: 25)

(14)에서 자동은 무표적이고 사동은 접미사 ‘-이-’가 붙어 유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5)에서는 사동성을 가진 구문 a에서는 오히려 표

지가 나타나지 않고 그에 대응되는 구문 b가 접미사 ‘-리-’가 붙어 유표

[그림 Ⅱ-4] 가능 구문의 도식(정해권, 2015: 112)



- 60 -

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때 (15)의 b와 같은 구문이 자발 피동이라 할 수

있다. 자발 피동의 특징은 통사적으로 동작주가 삭제된다는 것이다. 딕슨

과 아이켄발드(Dixon & Aikhenvald, 2000)는 기저하고 있는 행위자 논

항이 주변적 논항으로 가거나 생략되는 구문을 원형적 피동(prototypical

passive)이라고 할 때 원래 행위자가 있다고 이해되지만 언급되지 않는

구문을 행위자 없는 피동(agentless passive), 행위자가 언급되지도 내포

되지 않는 구문을 반사동(anticausative)이라 분류하였다. 따라서 원형적

피동이나 행위자 없는 피동은 주어로 내세워진 본래의 목적어가 행위자

의 관여 때문에 특정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반면 반사동(자

발)은 자발적으로 그 상태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Dixon & Aikhenvald,

2000: 8).

정해권(2015) 또한 한국어 자발태는 피동의 형식을 취하지만 동작주는

탈초점화되어 동작의 수행에 대한 어떤 힘도 발휘하기 어렵고 동작주의

수행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 동작이기 때문에 동작주

를 상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가능태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았다(정

해권, 2015: 119). 정해권(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발 구문의 도식은

아래 [그림 Ⅱ-5]와 같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자발 구문이 동작주 있는 구문으로 해석되는 경

우가 있다.

(16) a. 종이 울린다.

[그림 Ⅱ-5] 자발 구문의 도식(정해권, 20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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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수가 종을 울린다.

(백정화, 2019: 112)

(16)의 ‘울리다’와 같은 동사는 한국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양용으로

쓰이는 동사이다. 배희임(1988)은 현대 국어에서 ‘불리다’, ‘날리다’, ‘놀리

다’, ‘돌리다’, ‘졸리다’, ‘울리다’, ‘들리다’ 등 ‘ㄹ’ 말음을 가진 일련의 어사

(語辭)들이 피동형이 되는 것은 피동 생산성이 높은 ‘ㄹ’ 말음동작 타동

사와의 음운적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자동사 피동은 정상적인 성

립이라기보다 예외적 현상으로 다루어야 좋다고 하였다(배희임, 1988:

67). 한편 이익섭, 임홍빈(1986)은 이를 예외적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피

동사가 사동사(타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라 설명하였다.17) 즉 사동사 ‘울

리다’에서 피동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울리이다’와 같은 형태가 된 후

에 피동접미사 ‘-이-’가 생략되어 ‘울리다’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

시 말해 ‘날리다’, ‘울리다’와 같은 피동사는 사동접미사 뒤에 다시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영형태처럼 내재하여 있다(이익섭, 임홍빈, 1986:

199). 고영근, 구본관(2018)에서는 이를 능격동사18)로 다루면서 피동문과

의미적 차이를 수반한다고 보았다.

17) 자동사 피동을 사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전통은 언더우드(Underwood,

1890)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어의 사동을 형성하는 몇몇 중

립 동사(neuter verb)는 영어 타동사의 효과를 가져와 피동을 만들 수 있으며

한국인은 사동 타동사 ‘니오’의 피동 표현 ‘니이오(to be dried)’보다 ‘오

(to be dry)’와 같은 중립 동사를 선호한다(Underwood, 1890: 91)고 하였다.
18) 자동사와 타동사가 동형이면서 사동의 의미 관계가 성립되거나 피동, 사동

이 미분화된 ‘움직이다, 멈추다, 깜박거리다, 날리다’류에 대해서는 능격 동사,

중립 동사, 중간 동사 등이 제안되었다(김흥수, 1998; 서태룡, 1998: 623에서 재

인용). 본래 능격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중간범주로서 설정된 것이고, 중립

동사와 중간동사는 태(voice)에 의한 분류로서 능동사와 피동사의 중간범주로서

설정된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별다른 구분이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두루 쓰이

는 동사가 능격 동사, 중립동사, 중간동사 등으로 범주화되고 있다(고광주,

2001: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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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 영수가 늙은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았다.

b. 영수가 순경에게 머리를 깎이었다.

(고영근, 구본관, 2018: 381)

예문 (17)에서 a는 능격형, b는 피동형인데 a는 피동작주 ‘영수’가 자

신의 의사에 의해 동작주 ‘이발사’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양상부

사 ‘스스로’가 자연스러운 반면 b는 주어 명사구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강제로’와 같은 양상부사가 자연스럽다고 하며 목적어 있는 능격문은

[자발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였다(고영근, 구본관, 2018:

381). 따라서 능격동사는 (16)의 a와 같이 의미적 동작주나 (17)의 a와

같이 통사적 동작주까지도 상정하는 사례가 있다. 능격동사 외에도 한국

어에서 자발 피동이 동작주를 상정하는 듯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8) a. 문이 열렸다.

b. 나뭇가지가 꺾였다.

c. 뿌리가 뽑혔다.

d. 외나무다리가 흔들린다.

(백정화, 2019: 112)

(18)의 예문들은 맥락에 따라 자연적인 현상일 경우 자발 피동이지만

동작주의 개입이 있었을 경우 동작주가 생략된 이해 피동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의성은 한국어의 유정성 서열과 관련하여 설명된다(연재훈,

2011; 백정화, 2019).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유정성(animacy)의 정도가 주

어의 선택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여 원인(source)과 피동자(undergoer)

논항이 유정물일 때 유정성이 강한 논항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선호된다(Klaiman, 198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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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모기가 영수를 물었다.

b. 영수가 모기한테 물렸다.

(연재훈, 2011: 160)

위 예문 (19)에서 동사가 가리키는 행위의 원인인 모기보다 피동자인

사람의 유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능동문 a보다 피동문 b가 선호된다. 반

대로 원인이 유정물이고 피동자 논항이 무정물일 경우 능동 구문이 선호

되는데 예문 (18)과 같이 피동 구문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동작주의 개

입을 전제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자발 피동의 경우 맥락에 따라 원형적 피동으로 해

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본고에서는 동작주를 상정할 수 없고 무정물

주어에 한해 자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을 자발 피동으로 다루고자 한

다. 가능 피동의 경우 의미상의 동작주는 상정할 수 있으나 ‘-에 의해

(서)’가 결합하는 등 통사적으로 동작주가 나타날 수는 없으며 부사어

‘쉽게’, ‘잘’ 등과 결합하여 피동작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해 다

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동작주 상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해 피동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동작주를 상정할 수

있고 동작주가 사격 보어로 하강하거나 삭제된 경우가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7]과 같다.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통사적

특성

Ÿ 통사적 ·의미적

동작주 상정

Ÿ 의미적 동작주

상정

Ÿ 부사어 ‘잘’,

‘안’ 등 결합

Ÿ 동작주 상정

불가

Ÿ 무정물 주어

의미적

특성
영향 입음 속성 자발

[표 Ⅱ-7] 피동의 의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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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피동 습득

2.2.1. 한국어 피동 지식

제2언어 습득에서 목표어를 습득해 나간다는 것은 목표어에 대한 지

식이 발달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때 지식이란 촘스키

(Chomsky, 1965/2015: 4)가 말한 언어 능력(competence)과 수행

(performance)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

제적인 사용으로서 학습자가 산출한 발화나 작문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2언어 지식이란 학습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목표어 체계와

사용 맥락에 대한 앎으로서, 학습자는 언어 습득 과정 중에 이러한 지식

을 끊임없이 재구축함으로써 제2언어를 발달시킨다. 지식과 수행의 구분

은 학습자의 오류(errors)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코더(Corder, 1967:

167)는 수행의 오류는 실수(mistakes)로 간주하면서, 지식의 재구축, 즉

전환적 능력(transitional competence)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야말

로 ‘오류(error)’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구분하였다. 본 항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에 대한 오류 분석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한

국어 피동의 지식이 발달해 나가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습득이 어려운

지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오류 분석 연구 결과에서 특히 본고에서 초점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피동사 관련 오류이다. 먼저 피동사의 형태 지식

에서 접미사 선택의 경우 피동접사 선택 오류가 주를 이룬다는 연구(주

위나, 2016)와 학습자들이 접미사 선택에 능숙하다는 연구가 공존한다

(장영개, 2015). 한국어 피동 접미사는 접미사 결합에 있어 규칙이 없고

사동사와 혼용되기 때문에 습득이 어렵다(유경옥, 2016). 학습자들은 ‘열

리다’, ‘쓰이다’, ‘팔리다’와 같이 학습한 피동사는 잘 사용하나 그 외 피

동사는 타동사로 대치하는 오류를 만든다(뇌뢰, 2012). 유사하게 특정 동

사에서 어떤 접미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 타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 빈도가 높은 접미사 ‘-이-’와 ‘-히-’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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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천, 2013). 빈도 측면에서 보면 피동사 피동은 통사적 피동이나 어휘

적 피동보다 오류율이 높았고(강새, 2018; 장시아, 2019), 문항에 따라 능

동-피동 전환 문항에서는 오류율이 낮았으나 번역 문항에서는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장영개, 2015). 이를 통해 능동-피동의 전환이 용이

한 문장의 경우 학습자들이 피동문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모어의 피동과 한국어 피동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마와디(2011)나 이수나(2018)에서

는 학습자들이 피동문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떠한 의미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능

동문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조사 오류로 분류

하여, 피동문의 주어 뒤에 ‘을/를’을 결합하는 피동작주 조사 오류 유형

의 경우 피동문의 문장성분 구별을 어려워하거나(강새, 2018), 한국어의

문장 성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장시아, 2019)이라고 분석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단순히 조사 관련 지식의 결핍으

로 해석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조사의 오류로 나타났으나 사실상 ‘피동’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학습자 모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중

국어 번역 시 무표지 피동문이나 비피동문인 문장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능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유배, 2012). 가령 한국어에서

피동 표현인 ‘그가 감기에 걸렸다’는 중국어에서 '他得了感冒'와 같이 능

동 표현이 자연스럽다(강새, 2018: 44). 특히 중국어 모어 화자들은 부정

관련 문형에서 피동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빈번했는데(전천,

2013), 곽옥(2012)에 따르면 ‘보이다’, ‘들리다’와 같이 한국어는 대부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피동 표현으로 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가

능보어로 해석해야 해서 학습자들은 그러한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인식

하지 못하고 가능성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곽옥, 2012:

44).

반대로 일본어 모어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의 피동은 [피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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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 [자발], [피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져 한국어보다 더 빈번하

게 피동 표현이 사용되므로(이효숙, 2004) 한국어에서 능동문이 자연스

러운 문장일 때 모어의 영향으로 피동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전나

영, 2003; 이효숙, 2008). 태국어 모어 학습자들의 경우 태국어 피동 표현

과 능동 표현은 항상 상호 대응하므로(사마와디, 2011: 38) 그렇지 않은

한국어의 비전형적 피동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김영신(2020)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피동으로 구성해야 되는 경우에도 능동사를 사용하

는 오류를 범한 것 역시 피동문 사용 맥락에 관한 지식의 부재가 원인이

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류 분석을 시행한 박

현진(2020)에서도 조사 오류의 경우 피동주 오류가 약 45%로 가장 많았

고 피동과 능동의 대치 오류도 42%로 빈도가 높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피동문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

에 능동문을 사용하려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영향 입음], [가능], [자발]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피동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마와디(2011), 이수나(20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동문 사용 맥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2.2.2. 한국어 피동 처리와 표상

앞에서 한국어 피동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만

들어내는 오류는 한국어에서 피동을 사용해야 할 맥락에서 능동 구성을

사용하기 때문임을 보였다. 오류 분석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학습자의 모어와 대조하여 모어와 한국어 피동의 형태 및 의미가 상이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면 본 항에서는 문장 처리(sentence processing)와 표

상(representation) 이론을 통해 피동문의 처리는 왜 어려운지, 그리고 한

국어 피동을 산출하기 위해 어떠한 문장 처리 절차가 중요한지를 논하고

자 한다.

먼저 학습자가 언어를 배울 때 머릿속에서 언어적 정보가 어떻게 처

리되는지와 관련하여 복과 레벨트(Bock & Levelt, 1994)는 인간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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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기까지는 네 가지 단계, 곧 의미 단계(message level), 기능 단

계(functional level), 위치 단계(positional level), 발음 단계(phonological

level)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림Ⅱ-6] 언어 산출 처리의 개요(Bock & Levelt, 1994: 946)

위의 [그림 Ⅱ-6]19)에서 첫 번째 의미 단계에서는 화자의 의도된 의

미를 포착하며 문법적 부호화(grammatical encoding) 처리를 위한 원재

료를 제공하게 된다. 문법적 부호화는 기능 단계와 위치 단계로 구성되

는데 기능적 처리(functional processing)의 주요한 하위요소는 어휘 선

택(lexical selection)(화자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어휘 개념의 식

19) 그 밖의 위치 처리(positional processing)는 구성요소 배열(constituent

assembly)(순서가 있는 일련의 단어 구멍(slot)의 생성)과 활용(inflection)(형태

론적 구멍)을 포함하며 시제, 상, 수일치 등의 형태소 삽입이 이루어진다. 마지

막으로 발음 단계에서는 단어 형태의 음운론적 부분과 더 큰 단위의 억양이나

강세(prosody)의 관점에서 발화를 구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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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기능 배정(function assignment)(문법적 역할이나 통사 기능의 배

정)으로 예컨대 명사에 주어나 목적어를 부여하는 것이 해당된다.

복과 레벨트(Bock & Levelt, 1994)는 기능 배정 단계와 관련하여 피

동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의미역(thematic roles) 또는 사건 역

(event roles)에 관한 정보는 메시지에 표상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기능 배정에 있어 그러한 정보들은 화자의 언어의 구조적 그리고 의미적

관습에 의해 매개된다. 즉 보통 동작주(agents)는 주어이고, 피동작주

(patients)는 직접 목적어이고 수혜자(recipients)는 간접 목적어이다. 그

러나 이러한 일치 간의 체계적이고 특이한 위반 중 하나가 동작주가 때

때로 피동사의 사격(oblique)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Bock & Levelt, 1994:

964). 덧붙여 사건 역과 기능 역 간의 사상(mapping)이 다른 동사와 동

사 형태의 특정한 요구에 의해 매우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능 역 배정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어휘 선택 동안

동사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동문을 발화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의도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피동사를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

후 기능 배정 단계에서 동작주를 사격 보어 자리에, 피동작주를 주어 자

리에 배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를 한국어 피동에 적용해보면 한국어에

서 피동으로 표현되는 의미를 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동사를 선택해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특히 피동사는 접미사 ‘-이/히/리/기-’가 붙어 파생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동사의 표상 문제가 관심을 받았다.

가령 황유미 외(2002)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점화어휘판단

과제를 실시한 결과 점화자극-목표자극의 완전관련 조건에서 큰 점화효

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근과 접사가 따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능관련 조건과 완전관련 조건, 완전무관련 조건 사이에 반응시간의 차

이가 크지 않아 피동사는 어근+접사의 형태로 심성어휘집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동사가 어근+접사의 형

태로 표상되어 있다는 사실은 복과 레벨트(Bock & Levelt, 1994)의 주장

에서처럼 한국어의 피동문 처리에서도 통사적 단계보다 어휘 단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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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어 피동문 처리에서 어휘 선택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른 연구들에

서도 피동사의 형성이 통사론적 절차가 아니라 어휘부에 의존한다는 점

을 피력하였다. 가령 이은령, 윤애선(2005: 78)에서는 한국어에서는 피동

이라는 의미적 속성이 특정한 문장 구조에 의존하는 통사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어휘부에 의존하는 의미적 속성으로서 각각의 동사 의미에 따라

문장 구조가 선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영어와는 달리 한

국어 동사 어휘의미망에서는 피동사를 독립적인 어휘화된 동사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민정(2019)에서는 능동문을 전제로 피동문

을 설명하였던 종래의 경향으로 인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변형시키는

기제로서 피동접사의 통사적 기능이 강조되었던 점을 비판하며 피동접사

의 비생산성과 능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불일치를 근거로 피동사의 형성

과정이 통사론적 절차가 아니라 어휘부의 어휘 생성 과정으로 다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 시 한국어의 맥락상 피

동문을 선택하려면, 즉 피동의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휘로서 피

동사를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어에

서 피동인 맥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자는 피동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해당 맥락을 능동으로 표현하는 모어의 관습을 따르다 보면 오류

를 범할 수 있다.

2.2.3. 한국어 피동 교수와 학습

한국어 피동 교수·학습에 대한 공통된 비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피동문이 한데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피동문과 그렇지 않은

피동문은 동작주 상정 가능 여부나 의미에 있어서 상이한데 이들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규칙화하여 내면화하기가 어렵다는 지

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주하(2011)는 피동사설의 관점에서 동일한 피동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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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피동성 정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에 주목하면서 3급 한국어 학습

자를 전제로 3단계의 파생 피동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능동과 의미가 동일한 전형적인 피동문을, 2단계에서는 능

동주가 생략된 비전형적 피동문을, 3단계에서는 개별 어휘로서 피동사를

가르치게 된다. 유사하게 김영일(2019)에서는 15종 교재의 피동 단원을

분석하여 전형적인 피동문과 가능·속성과 자발의 의미를 띤 피동문이 함

께 제시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피동문을 제시할 때에 행위주가 실현되는

피동문, 행위주가 비실현되는 피동문, 자발 피동문, 가능·속성 피동문의

순서로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피동문을 분리하여 제시

할 때 유형별 피동문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규칙과 제약을 익혀 피동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영일, 2019: 50).

한편 박민신(2019)에서는 피동을 형태에 대한 지식, 의미에 대한 지식,

사용에 대한 지식20)으로 나누어 지식 변환 과정에 대해 논하면서 5종

한국어 교재의 피동 관련 과제에서 피동 의미에 대한 지식의 파손이 발

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림 보고 문장/대화 완성 과제는 피동형을 전

제하고 있어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형태·통사적 지식만 활용하여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맥락에 따라 능동태/피동태를 선택하는 과

제는 학습자가 동사 앞 명사에 결합된 조사의 유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피동 의미 지식 학습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박민신, 2019:

138). 손애화(2019) 또한 4종 한국어 교재에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

는 연습 활동을 보면 ‘문을 열다’, ‘눈을 쌓다’, ‘길을 막다’, ‘다리를 끊다’

와 같이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 자발 피동의 의미를 띠는 예문이 제시되

어 있는데 이들은 능동문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접미사

피동 표현의 사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민신

20) 박민신(2019)에서 언급된 피동 형태에 대한 지식은 ‘-이/히/리/기-’ 피동, ‘-

어지다’ 피동, ‘되다’류 피동을 일컬으며 의미에 대한 지식은 전형적 피동, 비전

형적 피동, 의사 피동을 말한다. 또한 사용 지식은 행위주의 탈초점화와 더불어

책임 회피, 객관성 확보 등의 화용적 지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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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피동 표현을 교수·학습하는 데에 있어 한국

어 피동 표현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손애화, 2019: 46). 이는 가능은 피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단계

에 상이한 문법 범주로서 가르치고, 피동 표지가 갖는 다의적인 기능에

대한 구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해권(정해권, 2016:

176)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피동문의 전형성의 정도나 의미의 차

이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김영일(2019), 박민신(2019), 그리고 손애화(2019)의 교재 분

석에서 알 수 있듯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동에 대해서 상이한 의미

의 피동문이 구별되지 않은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피동형을

사용하는 과제 중에 학습자가 의미에 주목하고 자연스럽게 피동 표현의

사용 맥락과 의미에 익숙해질 것(박민신, 2019: 137)이라 전제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에게서 피동 의

미에 대한 지식이나 표상이 형성되어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암시적

으로 피동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과 명시적인 교수를 통해 피동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방식이 피동 습득에 보다 효율적 또는 효과

적일지도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제2언어 습득에서의 암

시적 학습에 대한 논의를 끌어오고자 한다.

암시적 학습(Implicit learning)이란 습득의 과정과 산물 두 가지에 대

한 인식(awareness)과 독립적으로 지식이 습득되는 과정이다(Reber et

al., 1999: 476). 레버(Reber, 2011)에 따르면 암시적 학습 이론은 촘스키

에서 비롯된 언어 습득의 선천설(nativism)을 버리면서 언어 습득에 대

한 실증적 이론으로서 도입되었다. 암시적 학습은 환경 속 요소들 간의

공변인(covariance)의 패턴을 탐지하고 표상하는 과정으로 영역 일반적

(domain-general)이고 언어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구조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Reber, 2011: 25). 또한 이러한 과정은 빠르고, 의식 없이,

무의식적이고, 절차적이고, 영역 독립적, 상향식, 직관적, 자동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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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적(associative)이다(Reber, 2011: 30). 반면 명시적 학습이란 이와 반

대로 참여자가 의식적(명시적) 지식을 습득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참

여자가 규칙이나 패턴을 보도록 지도되는 의도적인 학습 환경21)과 연관

된다(Rebuschat et al., 2015: 300).

암시적 학습 또는 명시적 학습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습의 과

정이 의식을 포함하는지 살펴보거나 둘째, 학습의 산물로서 암시적 또는

명시적 지식이 발달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Ellis, 2015: 419). 이때

암시적 지식과 암시적 학습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암시적 또는 명시적 학습은 학습의 과정(processes

of learning)이고 암시적 또는 명시적 지식은 학습의 결과물

(end-products of learning)이기 때문이다(Schmidt, 1994: 20). 제2언어

습득에서 언어적 지식의 역할을 논의했던 비알리스톡(Bialystok, 1981)은

정보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가 그 지식의 형태적 특성을 인식

하지 못한 채 직관적으로 알도록 할 때 그 정보를 암시적 언어 지식

(implicit linguistic knowledge)이라 하고, 언어적 정보에 기저한 구조가

분석되어 정보가 더 이상 특정 상황에 맥락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었을 때 그 정보를 명시적 언어 지식(explicit

linguistic knowledge)이라 정의하였다(Bialystok, 1981: 34). 22)

21) 슈미트(1990)는 ‘의도’로서의 의식과 우연적 학습(incidental learning)을, ‘이

해’ 수준의 인식으로서의 의식과 암시적 학습(implicit learning)을 관련시키면서

우연적 학습과 암시적 학습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모두 의식의 부재라는 점에서

용어 사용의 혼란이 있다. 홀스타인(Hulstijn, 2012: 2)은 암시적, 명시적 학습은

때로 우연적, 의도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나 이러한 두 가지 명칭은 이론적 설명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우연적 학습의 기원으로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이 주요한 역할을 잃어버림에 따라 우연적, 의도적 학습은 어휘 학습 문헌에서

만 사용되는 반면 암시적, 명시적 학습은 대개 문법 현상(즉 형태통사적 규칙)

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의미 지식에 있어서도 암시적 학습(semantic

implicit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Paciorek & Williams, 2013), 본고에

서는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학습에 대해 암시적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2) 암시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구분은 인지적 통제(control) 또는 접근 가능

성과 관련하여 인지 처리가 느린 명제 형태의 선언적 지식(knowledge tha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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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스(Paradis, 1994: 412-413)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우연적 습

득은 자동적으로 쓰이는 암시적 능력(학습자의 수행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지식(Paradis, 1994: 394))으로, 의도적 학습은 의식적으로 통제된 방식으

로 사용할 수 있는 회상 가능한 명시적 지식으로 이끈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암시적 학습을 통해서는 암시적 지식이, 명시적 학습을 통

해서는 명시적 지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스(Ellis, 1993)의

L2 습득 모형23)에서는 명시적 학습을 통해서도 암시적 지식이 형성된다.

[그림 Ⅱ-7] 약한 접점 입장을 통합한 L2 습득 모형(Ellis, 1993: 97)

인지 처리가 빠른 절차적 지식(knowledge how)(Anderson, 1982; Dekeyser,

2015)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후에 엘리스(Ellis, 2005)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

여 인식(awareness), 지식의 유형(type of knowledge), 체계성(systematic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L2 지식 사용(use of L2 knowledge), 자기보고

(self-report), 학습가능성(learnability)의 일곱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암시적 지

식과 명시적 지식을 구분한 바 있다.
23) 해당 모형은 암시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약한 접점

입장(weak interface position)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명시적/선언적 지식

(A)은 문법 교수를 통해 암시적/선언적 지식(C)이 되고 의사소통적 언어 사용

과 연습을 통해 암시적/절차적 지식(D)이 된다(Ellis, 199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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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식에서는 형식 교수를 통한 명시적 지식이 암시적 지식으로 이

어지고 있다. 엘리스(Ellis, 2015)는 명시적 학습은 명시적으로 배운 규칙

이 전에 습득한 많은 덩어리에 적용되어서 반복된 노출과 사용을 통해

암시적 지식으로 이끌 수 있고, 암시적으로 배우게 되더라도 학습자가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사용을 숙고(reflect)하면 명시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Ellis, 2015: 419). 따라서 암시적/명시적 학습과 암시

적/명시적 지식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는 [그림 Ⅱ-8]과 같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피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현 한국어교육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피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가능하다면 이를 의미에 대한 지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만일 학습자에게서 의미 습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시적

학습을 통한 피동 의미에 대한 지식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는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암시적/명시적 학습의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 드카

이저(Dekeyser, 1998: 57)는 어떤 구조가 의식적/선언적 지식의 점진적

자동화를 통해 명시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지는 일괄 적용이 가능한

절대적인(categorical) 규칙인지 다수 요인에 따라 확률적으로 적용되는

원형적인(prototype) 규칙인지 그 규칙의 성질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L2

형태통사 규칙 습득에 관한 실험에서는 의도된 학습 조건에서는 복잡한

규칙까지도, 우연적 학습 조건에서는 간단한 규칙만을 습득할 수 있었다

(Kachinske et al., 2015). 비록 형태통사 규칙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논

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동 의미 역시 그 의미에 따라 암시적 또는 명

시적 학습의 혜택을 달리 받을 수 있다.

[그림 Ⅱ-8] 암시적/명시적 학습과 암시적/명시적 지식의 관계(Ellis, 2015: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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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피험자는 TOPIK 5급 이상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모집하였다. 한국

어 교육과정에서 피동은 중급에서 학습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피동을 학

습하였다는 전제를 충족하기 위해 숙달도를 고급으로 제한하였다. 모집

된 총 60명의 피험자 가운데 사전, 사후 시험 또는 처치 과제에 참여하

지 않거나(n=1), 실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숙달도의 학습자(n=2)는 제

외되었다. 따라서 총 57명의 참여자의 데이터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험자의 성별은 여성 52명, 남성 5명이었다. 피험자의 나이는 22세에서

39세의 범위에 놓여 있었으며 평균 27.7세, 표준편차(SD)= 3.8이었다. 피

험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1년에서 28년의 범위에 놓여 있었으며 평균

6.9년, 표준편차(SD)= 4.6이었다. 피험자의 국적은 아래 [표 Ⅲ-1]과 같

다.

국적 인원수(명) 국적 인원수(명)
대만 1 영국 1
러시아 1 중국 42
말레이시아 1 중동 1
몽골 2 카자흐스탄 1
미국 1 태국 1
미얀마 2 홍콩 1
베트남 2
합계 57

[표 Ⅲ-1] 피험자 국적



- 76 -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전-사후 시험 설계를 통해 고쳐 말하기에 따른 한국어

피동 습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담화분석과 같이 질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교실에서 피동의 입력이 빈번하지 않고(Li, Ellis & Zhu,

2019: 11), 학습자의 오류 회피 가능성(이다미, 2005)으로 인해 목표어의

관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습득의 ‘효과’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시험의 경우 지연된 사후 시험은 제외하였는데 대다수 피험자들이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험 외 목표어 입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험 외적인 노출은 피드백 연구의 내적 타

당성에 위협이 되므로(Goo & Mackey, 2013: 156; Granena & Yilmaz,

2019: 134), 즉각적인 사후 시험으로 피드백 효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쳐 말하기의 제공은 실험의 처치 과제 중에 이루어졌으며

대화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에 대해 대화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처치 과제는 상호작용 중에 피드

백 제공 시 습득의 효과가 높다는 상호작용 가설(Long, 1983, 1996)에

따라 피험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의미를 협상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과제가 주어졌다.

피험자 가운데 실험 집단은 다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과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으로 나뉘었다. 고쳐 말하기의 개념과 유형은 본 연구

의 2장에서 다루었던 대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복합형 고쳐 말하기는 반

복과 고쳐 말하기로 구성된 수정적 고쳐 말하기(Corrective

recast)(Doughty & Varela, 1998)를, 기본형 고쳐 말하기는 상승 억양이

없는 전체적인 고쳐 말하기를 일컫는다. 따라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

단(n=19)은 원어민 대화자가 피험자의 오류를 상승 억양과 더불어 반복

해 주고 이후 오류를 고쳐 말해 주는 형태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고쳐

말한 뒤에는 학습자가 반응하거나 이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휴지를 두

고, 상호작용의 실제성을 위하여 학습자 반응에 대한 대화자의 반응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 제공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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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전사 발췌

참여자28: 신발 끈이 풀었다.

대화자: 풀었다↗

참여자28: (...) 풀린다?

대화자: 네. 신발 끈이 풀렸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n=19)은 원어민 대화자가 피험자의 오류 수

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문장으로 재형성해 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

공하였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 피드백 제공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2)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전사 발췌

참여자26: 컴퓨터가 책상 위에 놓여, 놓여 있, 놓, 놓였습니, 아, 놓아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놓아 있습니다? 놓, 놓였습니다?

대화자: 컴퓨터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참여자26: 네.

통제 집단(n=19)은 원어민 대화자가 고쳐 말하기를 제공하지 않고 피

험자가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에

서 구어 상호작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3) 통제 집단의 전사 발췌

참여자12: 어, 도둑이, 도둑이↗ 어, 쫓기고 있어요. 어, 도둑을 쫓기고

있어요.

대화자: 네, 다음 2번이요.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은 문법성 판단 과제(GJT)와 의미 관련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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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RJT)를 시행하였다. 두 가지 과제는 역균형화(parital

counterbalancing)24)를 위해 A판과 B판으로 제작하여 사전과 사후 시험

에 사용하였다. 개발된 시험지는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1), 기본형 고

쳐 말하기 집단(2), 통제 집단(3)을 구분하고 다시 각각을 이분하여 무작

위 할당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의 난이도 차이의

영향을 상쇄하고, 둘째, 연습효과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집단별 측정 도

구 분배는 아래 [표 Ⅲ-2]과 같다.

24) 역균형화(counterbalancing)란 표본이 다른 순서로 독립 변수의 모든 수준을

완수하는 것으로(Podesva & Sharma, 2013), 수준이 증가할수록 복잡해져 3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6가지 순서, 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24가지 순서가 필요하게

되는 등 거대 표본이 요구된다. 이때는 부분 역균형화(partial counterbalancing)

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가능한 순서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라틴

정방 설계(Latin aquares design)가 종종 사용된다. 이때에는 아래 설계(4*4

Latin squares design)와 같이 하나의 조건이 가로축, 세로축에 한 번씩 등장하

게 된다. 본고에서는 사전과 사후의 2가지 조건으로 2가지 순서만 요구되었으므

로 부분 역균형화는 적용하지 않았다.

A B C D
D A B C
C D A B
B C D A

집단 N 재분할 N
사전 사후

GJT RJT GJT RJT

1 19
1- 1 10 A A B B
1- 2 9 B B A A

2 19
2- 1 10 A A B B
2- 2 9 B B A A

3 19
3- 1 9 A A B B
3- 2 10 B B A A

[표 Ⅲ-2] 집단별 측정 도구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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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3.1. 연구 도구 개발

본격적인 연구 도구 개발에 앞서 본고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피동 오류를 수집하고 오류분석을 통해 문항에 포함할 피동

사 및 오류 유형을 결정하였다. 문헌 검색 시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을 활용하였으며 검색 키워드로는 ‘한국어교육’을, 이후 결과 내

검색 키워드로는 ‘피동’을 사용하였다. 검색 결과 학술지 논문 84편, 학위

논문 197편이 추출되었고 중복 논문이나 토론문, 한국어교육 분야 외 논

문이나 원문 미제공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학술지 논문 22편과 학

위논문 59편을 검토하였다. 검토 문헌 가운데 실제 학습자의 오류를 제

공하고 있는 문헌은 학술지 5편, 학위논문 17편이었으며 해당 문헌에서

576개 오류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장은 김호정, 이원기(2018)25)를 참

고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Ⅲ- 1]과 같다.

25) 김호정, 이원기(2018)는 학습자의 피동 오류 현상을 분석하는 두 가지 준거
로 ‘피동문 구성 요소 선택의 적합성’과 ‘오류 결과에 대한 판단(대치, 누락,
과잉)’을 설정하였다(김호정, 이원기, 2018: 137).

오류 현상 유형 결과에 따른 분류 예시

피동 표현
형태적 피동

대치, 누락, 과잉

접미사(이/히/리/기)
통사적 피동 아/어지다
‘되다’류 피동 ‘되다’, ‘받다’, ‘당하다’ 등

조사
피동작주 조사 이/가 –을/를

에/에게 – 에게/에행동주 조사
주어 주어 설정 피동작주-행위주
문형 부적절한 문형

[표 Ⅲ-3] 오류 양상 분석의 체계(김호정, 이원기, 2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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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태적 피동에 한하여 오류 빈도가 가장 높은 피동사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Ⅲ-4]와 같이 고빈도 동사를 분류할 수 있었다.

26) 2020년 10월 12일 검색.

피동 유형 동사(빈도)

형태적 피동

보이다, 바뀌다, 쌓이다, 먹히다, 물리다, 들리다, 풀리

다, 팔리다, 닫히다, 열리다, 쓰이다, 읽히다, 놓이다, 담

기다, 막히다, 쫓기다, 베이다

[표 Ⅲ-4] 오류분석 결과 고빈도 동사 목록

1차 키워드 활용

검색(한국교육학술정

보원)26)

“한국어교육” → 결과

내 검색 → “피동”

학술지 논문 84편

학위논문 197편

⇩
중복 논문, 토론문,

한국어교육 분야 외

논문, 원문 미제공

논문 제외

학술지 논문 62편

제외

학위논문 138편 제외

학술지 논문 22편

학위논문 59편

⇩

실제 학습자 오류

제시 논문 선정
-

학술지 5편,

학위논문 17편

⇩

피동 관련 학습자

오류 문장 추출
- 576개 문장

⇩

피동 오류 유형 분류

및 오류 분석
-

대치, 과잉, 누락,

기타 오류

[그림 Ⅲ-1] 학습자 오류문 추출 및 오류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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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오류문이 다양하지 않았던 ‘쓰이다’와 베이다’를 제외한 15

개 피동사를 문항 개발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피동사는 의미별

로 중복이 가능하며 이를 고려한 해당 피동사 목록을 제시하면 [표 Ⅲ

-5]와 같다.

다음으로 문법성 판단 과제에 사용할 비문법적인 문장의 오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 [표 Ⅲ-6]과 같이 오류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놓이다 O
닫히다 O O O
담기다 O O
들리다 O O
막히다 O O
먹히다 O O
물리다 O
바뀌다 O O
보이다 O O
쌓이다 O O
열리다 O O O
읽히다 O
쫓기다 O
팔리다 O O
풀리다 O O O

[표 Ⅲ-5] 피동사별 피동 의미 목록

오류

결과

개

수

오류

현상
오류 유형 사례

개

수

대치 541 피동표현

형태적 피동 피동사 대치 144
통사적 피동 ‘-어지다’ 대치 58

어휘적 피동 어휘 대치 85

[표 Ⅲ-6] 피동 오류 분석 결과 및 오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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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분석 결과 형태적 피동에서 피동사를 대치한 오류의 빈도가 144

회로 가장 많았으며 타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접사 간의 대치 사례,

또는 ‘-어지다’와의 대치 사례가 발견되었다.

(1) a. 4시 좀 넘어서 가니까 은행 문이 *닫았어요(√닫혔어요).

(송정애, 2015)

b. 요즘 아침밥이 잘 안 *먹였다(√먹혔다). (수한, 2018)

c. 태국문화가 *바꿔질(√바뀔) 겁니다. (사마와디, 2011)

27) 본 연구에서 오류 분석 결과를 분류할 때에는 편의상 오류를 수집한 연구

자(박현진, 2020; 사마와디, 2011; 최해주, 2008)의 분류를 따라 첨가 오류를 계

량하였으나 고영근, 구본관(2018)에서처럼 ‘보여지다’, ‘쓰여지다’와 같이 접미사

피동과 ‘-어지다’ 피동이 붙어 빈번히 쓰이는 사례의 경우 오류로 분류되지 않

기도 한다.

합계 287

조사

피동작주 조사 이/가-을/를 65
동작주 조사 에-에게-에 의해 71
목적격 조사 을/를 15
기타

(처격, 도구격, 보격)

에/에서, 으로/로,

이/가
11

합계 162

문형

능동-피동 58
사동-피동 2
부정 안-못 17
기타 ‘-아/어 있다’ 3

합계 80
주어 주어 설정 12

누락 25
조사 피동작주 조사 이/가 누락 24
피동표현 어휘적 피동 ‘되다’ 누락 1

첨가
27)

10 피동표현
형태적 피동 ‘-어지다’ 첨가 9
어휘적 피동 ‘-어지다’ 첨가 1

합계 576



- 83 -

본고에서 어휘적 피동은 피동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다음으

로 빈도수가 높은 오류 유형은 동작주 및 피동작주 조사 오류였다. 동작

주 조사의 경우 ‘에’, ‘에게’, ‘에 의해’ 간의 대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피

동작주 조사의 경우 ‘이/가’와 ‘을/를’ 간의 대치 사례가 발견되었다.

(2) a. 현대의 인간은 *시간에게(√시간에) 쫓기고 있다.

(우삼삼, 2012)

b. *전화소리를(√전화소리가) 안 들렸어? (뇌뢰, 2012)

마지막으로 통사적 피동 오류와 능동-피동의 문형 오류가 50회 이상

의 높은 오류 빈도수를 보였다. 나머지 피동 오류 유형은 빈도수가 30회

가 되지 않았다. 통사적 피동 오류의 경우 ‘-어지다’를 ‘-게 되다’, 타동

사, 접미사 피동으로 대치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오류는 아래와 같은 접미사 피동과의 대치 오류이다.

(3) a. 하수도가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막히다(막아지다√)

(유경옥, 2016)

b. 물이 *쏟혔다(√쏟아졌다). (유경옥, 2016)

c. 종이가 *찢였다(찢어졌다). (주위나, 2016)

특히 예문 (3)의 a는 자발적인 사태와 의도적 행위에 있어서 각각 파

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자연스러운데(연재훈, 2011: 146-147) 이러한

의미 차이를 학습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능동-피동의

문형 오류는 능동문 구성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동 구성을 사용한 사

례이다.

(4) a. 꿈을 *이루어지려고(√이루려고) 일본에 돌아간다.

(이효숙, 2008)

b.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월급이 너무 써졌다. (전나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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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피동 문형 오류의 경우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과잉일반화하여

적용하였거나 능동/피동 구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맥락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

하여 다루지 않고 타동사와 피동사의 대치 오류로 통합하여 다루고자 한

다. 또한 통사적 피동 오류 또한 ‘–어지다’와 접미사 피동 오류의 대치

유형만을 고려하여 대치 오류로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

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도수 50회 이상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되 통사

적 피동 오류와 문형 오류의 경우 접미사 피동과의 대치 오류로 통합하

여 타동사 대치 오류, 접사 간 대치 오류, ‘-어지다’ 대치 오류, 피동작주

조사 오류, 동작주 조사 오류를 비문의 오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아래 [표 Ⅲ-7]과 같다.

3.1.1. 문법성 판단 과제

메타언어적인 문법성 판단 과제(Metalingual grammatical judgment

tasks)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조사하는 것을 목

적으로 만들어지고, (a) 문법적/비문법적 문장을 구별하거나 (b) 비문법

적 문장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c) 오류를 수정하거나 (d) 오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직관적

/분석적 반응-암시적/명시적 지식, 구두화된 지식/문어 지식, 산출/인지

오류 현상 오류 유형 사례

피동 표현

(형태적 피동)

타동사 대치 담기다-담다

접사 대치 쫓기다-쫓히다

‘-어지다’ 대치 풀리다-풀어지다

조사
피동작주 조사

동작주 조사

[표 Ⅲ-7] 연구 도구의 비문의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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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학습자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Ellis, 1991: 162). 본 연구에서

택한 형태의 문법성 판단 과제(Grammatical Judgment Tasks, 이하

GJT)는 문법적이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구별하는 과제로 시간제한이

없고 문어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산출을 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간제

한이 없고 문어 형태의 GJT는 명시적 지식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고

(Ellis & Roever, 2018: 11), 특히 비문법적인 문장을 판단할 때 명시적

지식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Ellis, 2005; Vafaee et al., 2017). GJT는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적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Ellis, 1991: 163) 본 연구에서는 GJT를 사전, 사후 테스

트로 사용하여 피드백 제공 전후 학습자의 피동 지식 발달을 측정하였

다.

GJT를 개발하기 위하여 목표 문항과 필러 문항28)을 개발하였다. 먼저

목표 문항의 경우 2(정문/비문)*3(이해 피동/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6가

지 조건당 8개 문항29)으로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개발 시

에는 오류분석을 통해 선정한 15개 피동사를 사용하였다. 비문의 경우

오류분석 결과로 나온 오류 유형 가운데 빈도가 50회 이상이었던 오류

유형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타동사 대치 오류, 접사 간의 대치 오류, ‘-어

지다’와의 대치 오류, 피동작주 조사 대치 오류30)의 4가지 패턴이 비문법

28) 필러 문항(filler)이란 용어는 때때로 착란 문항(distractor)과 교체되어 쓰이

지만 두 용어는 구별될 수도 있다. 착란 문항은 목표 자극처럼 또 다른 실험을

위한 목표 문항으로서 또는 참여자에게 두드러지지 않게 목표 자극의 어떤 특

성을 역균형화하는 것으로서 특정 언어 형태나 구조를 포함하도록 의도적으로

개발된 것인 반면, 필러는 어떤 특정 처리 효과를 유도하지 않기 위해 의도된

무관한 문장이다(Keating & Jegerski, 2015: 16). 본 연구에서는 피동 외의 문법

항목에 대해서는 실험하지 않았으므로 피동과 무관한 능동 구성의 문항들에 대

해 필러 문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9) 심리언어학자들은 대개 참여자들이 조건 당 8-12개 문항을 읽도록 충분한

문항을 만들며 이후 데이터 손실을 고려하여 조건 당 적어도 6-10개의 데이터

를 수집하고자 한다(Keating & Jegerski, 2015: 9).
30) 동작주 조사 대치 오류는 오류 분석 결과 빈도가 50회 이상이었으나 본고

에서 다루는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은 통사적으로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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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장에 포함되었다. 목표 문항의 50% 비율로 필러 문항을 구성하였

으며 조사와 어미 대치 오류에 관한 비문 12 문항과 능동 구성의 정문

12 문항, 총 24문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GJT의 총 문항 수는

72문항이다. 더불어 어휘 빈도나 문장 길이가 문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

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중급

이하로 어휘를 통제하고 글자 수는 16자(±1자)로 통일하였다. 이를 A판

으로 하여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에서의 역균형화를 위해 B판은 A판과

목표 문항의 피동사는 동일하나 그 외 언어 항목을 유사하게 바꾸었고

상이한 비문의 필러 문항을 포함하였다. 문장 제시 순서는 같은 조건에

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연속하여 등장할 경우 반복 점화(repetition

priming)가 다양한 언어 자극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Keating & Jegerski, 2015: 18) 6가지 조건이 연속해서 나타나지 않

도록 정문*이해 피동 - 비문*가능 피동 – 정문*자발 피동 – 비문*이

해 피동 – 정문*가능 피동 – 비문*자발 피동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필

러 문항은 목표 문항 간에 제시되었다. 개발한 GJT의 문항 구성 및 예

시 문항을 제시하면 아래 [표 Ⅲ-8]과 같다.

로 유형에서 제외되었다.

유형 예시 문장(글자 수) 문항 수

비

문

타동사 대치 예쁜 바구니에 여러 가지 과일이 담았다(16). 6
접사 대치 앞에 있는 차가 사고가 나서 도로가 막였다(17). 6
-어지다 내 친구는 졸업 후 연락처가 다 바꿔졌다(16). 6
피동작주

조사
지퍼가 고장나서 가방 문을 저절로 열렸다(17). 6

능동문의

조사/어미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을 필요하다(15). 12

합계 36

정

문

이해 피동 동생이 여름에 자다가 모기에 물렸다(15). 8
가능 피동 나이가 드니까 짧은 소설도 잘 안 읽힌다(16). 8
자발 피동 날씨가 풀리면 친구랑 바다에 가기로 했다(17). 8
능동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다(17). 12

[표 Ⅲ-8] GJT 문항 구성 및 예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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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

의미 판단 과제로서 동의어 판단 과제(synonym judgment task)와 의

미 관련성 판단 과제(semantic relatedness judgment task)는 참여자가

제시되는 두 단어가 동의어 또는 관련된 의미인지 결정하는 과제로, 이

를 통해 국외의 여러 연구들31)이 어휘적 표상과 처리 문제를 조사하였

다(Jiang, 2013: 140).

국내 문헌 중에서는 오지향, 신현정(2018)이 동철동음(homonym) 및

중다의미 동사(polysemy)의 표상을 조사하기 위해 의미 관련성 판단 과

제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련성 평정 과제는 각 다의동사의 의미

혹은 의의 표상이 분리된 구조인지 핵심 의미를 공유하는 구조인지를 도

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실험과제이다(오지향, 신현정,

2018: 148). 한국인 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동철동

음 의미 일치 18쌍과 불일치 18쌍, 그리고 중다의미 일치 18쌍과 불일치

18쌍에 대해 문장들 간의 관련성이 9점 척도로 판단되었다. 연구 결과

다의어 유형에 관계없이 의미 일치 조건에서 해석 시간이 빠르게 나타났

으며 중다의미 동사가 동철동음 동사보다 의미 불일치 쌍에서 해석 시간

이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중다의미 동사에서 의미유형 간 해석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관련성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다

31) 가령 지앙(Jiang, 2002)은 L2 어휘 처리에서 L1의 관여를 조사하기 위해 중

국어로 동일하게 번역되거나 그렇지 않은 영단어 쌍에 대해 관련성 정도를 5점

척도로 판단하는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드가니와 토고비치

(Degani & Tokowicz, 2013)는 영어-스페인어 이중언어 화자의 어휘 표상을 조

사하기 위해 번역을 공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단어 쌍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

하는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하마다(Hamada, 2015)는 L2 읽기

중의 어휘 처리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합계 36
총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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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동사가 내포하는 의의 간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중다의미 동사는 핵심의미를 공유하는 다른 의의들이 서로 중첩되

어 있는 표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피동 접미사가 갖는 다의성에 주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머릿속에 이러한 의미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위

해 사전, 사후 테스트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semantic relatedness

judgment tasks, 이하 RJT)를 개발하였다. 가령 피동이 나타내는 의미

조건이 일치하여 이해 피동 문장 두 개가 제시된다면 이해 피동이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과 함께 제시될 때보다 반응 시간이 짧고 관련성 판

단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서 피

동의 의미별 표상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의미 조건,

가령 이해 피동이 다른 의미 조건보다 반응 시간이 빠르다면 해당 의미

조건에서 해석과 문장 처리, 나아가 습득이 용이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개발한 RJT 문항은 2(의미 일치/불일치)*3(이해 피동/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6가지 조건 당 8개 문항으로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 개발 시에는 GJT와 마찬가지로 오류분석을 통해 선정한 15개 피동사

를 사용하였다. 4개의 연습 문항은 피동과 무관한 다의동사 ‘잡다’와 ‘가

다’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더불어 어휘 빈도나 문장 길이가 반응 시간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

록에서 중급 이하로 어휘를 통제하고 글자 수는 13자(±1자)로 통일하였

다. 이를 A판으로 하여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에서의 역균형화를 위해

B판은 A판과 목표 문항의 피동사는 동일하나 그 외 언어 항목을 유사하

게 바꾸어 제작하였다. 문장 제시 순서는 GJT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연속하지 않도록 일치*이해 피동 – 불일치*(이해 피

동+가능 피동) – 일치*가능 피동 – 불일치*(이해 피동+자발 피동) –

일치*자발 피동 – 불일치*(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순서로 제시하고 동

일한 피동사가 연속하여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개발한 RJT의 문항

구성 및 예시 문항을 제시하면 아래 [표 Ⅲ-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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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T는 반응 시간 측정이 필요하므로 신경과학 및 실험 심리학에 사

용되는 파이썬(Python)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PsychoPy v3.0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RJT의 참여자는 첫째, 제시된 두 문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석하고 둘째, 두 문장 간의 관련성을 9점 척도로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1초간의 휴지(pause)를 두고 이후 동일한 피동사를 사용하

여 만든 의미 일치/불일치 조건의 문장 두 개를 상, 하로 동시에 제시하

였다. 두 문장을 해석한 뒤에는 키보드 하단의 스페이스 바를 누르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스페이스 바를 누름

으로써 해석 과정이 종결되면 참여자들은 두 문장 간 관련성을 1-9로

판단하여 숫자 자판(key)을 누른다. 이러한 실험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

래 [그림 Ⅲ-2]와 같다.

조건1 조건2 예시 문항(글자 수) 문항 수

의미

일치

이해 피동
시골에서 소가 모기에 물렸다(12).

산 속에서 개가 벌레에 물렸다(12).
8

가능 피동
안경을 쓰니 글씨가 잘 보인다(12).

산에 올라가니 도시가 잘 보인다(13).
8

자발 피동
어젯밤에 비가 와서 길이 막혔다(13).

요즘 너무 추워서 수도가 막혔다(13).
8

의미

불일치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시골에서 키우던 돼지가 팔렸다(13).

요즘 편의점 와인이 잘 팔렸다(12).
8

이해 피동

-자발 피동

경찰 수사에 의해 비밀이 풀렸다(13).

오래 뛰었더니 신발 끈이 풀렸다(13).
8

가능 피동

-자발 피동

무대 앞이라 음악이 잘 들린다(12).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12).
8

총계 48

[표 Ⅲ-9] RJT 문항 구성 및 예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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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RJT 실험 절차

3.1.3. 의사소통 과제

본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 과제(communication tasks)가

처치 과제로 포함되었다. 한 가지 유형은 2개의 양방향 직소 과제

(two-way jigsaw task)이고 다른 한 유형은 1개의 일방향 정보차 과제

(one-way information task)이다.32)양방향 직소 과제는 브라이디(Braidi,

2002)의 이야기 배열 과제(story sequencing task)를 참고하였다. 해당

이야기 배열 과제에서 각 참여자는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그림의 절반

을 갖고 있고 서로에게 그림을 묘사하여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하게 된

다. 본고에서 개발한 이야기 배열 과제 역시 그림의 절반을 묘사하여 순

서가 있는 그림 쌍을 맞추는 과제이되 대화자와 참여자가 묘사 차례를

32) 피카 외(Pica et al., 1993)에서는 의사소통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두 명의

참여자가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묻고 요청하여 정보가 양방향으로 흐르

는 경우를 양방향 직소 과제(two-way jigsaw tasks), 한 명의 참여자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어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일방향 정

보차 과제(one-way information-gap tasks)로 분류하였다. 이때 의미 협상은

정보를 받는 수신인이 발신인이 제공하려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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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두 번 진행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 배열 과제에서는 2개의 장면

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에 대해 대화자가 장면 1 그림을 설명하고 참여자

가 장면 2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 묘사한다.

[그림 Ⅲ-3] 첫 번째 이야기 배열 과제의 절차 예시

예를 들어 위의 [그림 Ⅲ-3]에서 대화자는 장면 1에 해당하는 그림 1

을 묘사하기 위해 ‘물고기가 땅으로 나왔어요’라는 문장을 발화한다. 이

를 들은 참여자는 이어지는 장면 2에 해당하는 그림 a를 찾고 ‘물고기가

고양이에게 잡혔어요’와 같이 묘사한다. 안지은(2012)과 이은하 외(2014)

를 참고하여 처치 과제에 사용된 그림은 목표 구조를 발화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사 기본형을 표시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배열 과제에서는 2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에

대해 참여자가 먼저 장면 1 그림을 설명하고 대화자가 장면 2에 해당하

는 그림을 묘사하면 다시 참여자가 해당 그림을 찾는다.33)

33) 두 번째 이야기 배열 과제에서 참여자가 장면 2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과정은 목표구조의 발화와 무관하다. 그러나 대화자에서 과제가 끝날 경우 참여

자가 과제의 마무리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참여자가 과제

를 끝내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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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두 번째 이야기 배열 과제의 절차 예시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서 참여자는 장면 1에 해당하는 그림 1을 묘사

하기 위해 ‘손이 칼에 베였어요’라는 문장을 발화한다. 이를 들은 대화자

는 이어지는 장면 2에 해당하는 문장 ‘손에서 피가 나요’를 발화한다. 이

를 들은 참여자는 대화자가 묘사한 장면에 해당하는 그림 a를 찾는다.

첫 번째 이야기 배열 과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묘사할 그림에는 주어

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사원형이 표시되었다.

일방향 정보차 과제는 일반적으로 피드백 처치 과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림 묘사 과제(picture description task)(Iwashita, 2003; Philp, 2003;

Leeman, 2003; 임수진, 2008; 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를 사용하였

다. 그림 묘사 과제에서 참여자는 그림 아래 제시된 주어에 해당하는 단

어와 동사원형을 활용하여 그림을 묘사하게 된다.

[그림 Ⅲ-5] 그림 묘사 과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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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그림 Ⅲ-5]에서 참여자는 ‘눈’을 주어로, 동사 ‘감다’

를 활용하여 그림을 묘사하므로 ‘눈이 감겨요’와 같이 문장을 발화한다.

각 과제는 연습 문항에 사용된 ‘잡히다’, ‘베이다’, ‘감기다’의 3가지 피

동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류 분석을 통해 추출한 15개 피동사를 사용하

여 발화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세 가지 과제는 모두 닫힌(closed) 과제

로 하나의 결정된 결과, 즉 피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발화하도록 유도되

었으며 피동 구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화자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과제 순서의 경우 이야기 배열 과제는 그림 묘사 과

제와 달리 맥락을 설정할 수 있어 과제를 이해 및 수행하기가 더 용이하

다고 판단되므로 이야기 배열 과제를 먼저 하고 이후 그림 묘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제는 모두 컴퓨터 기반 과제로 수행되었다.

3.2. 예비실험

예비 실험은 개발한 연구 도구들이 연구자가 계획한 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

비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비전공자 4명, 전공자 4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전공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국어국문학 및 국어교육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한국어교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먼저 GJT는 Excel 2016의 시트에 제공되었으며 정답의 경우 1, 오답

의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채점하였다. GJT에 대한 가정은 원어민 화자에

게서 연구자가 설계한 바와 동일한 문법성 판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개발한 문장의 문법적/비문법적 문장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8명의 원어민 화자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류율이 25%(2/8) 이상일 경우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참여한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하여 문항 수정 방향을 결정하였

다.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맥락상 어색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가령 ‘나는 잘 때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린다’의 경우 능동 구성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과 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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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듣기 행위라는 내용상의 어색함을 지적 받아 ‘공부를 할 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로 수정하였다.

둘째, 동사에 따른 오류 유형을 수정하였다. 가령 ‘읽어지다’는 세 명

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문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여 피동사 ‘읽히다’는

‘-어지다’와의 대치 오류 유형이 아닌 접사 간의 대치 오류 유형 ‘읽이다’

로 수정하였다.

셋째, 피동 결과태34)를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가령 피동사 ‘쌓

이다’의 경우 결과 피동으로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반영

하여 ‘쌓여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상을 반영한 GJT의 비문 오류 유형의 변동사항은 아래 [표 Ⅲ-10]

과 같다.

RJT는 PsychoPy v3.0로 제작하였고 해당 실험에서 한국어 모어 화

자35)는 두 개의 문장의 의미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문장을

읽는 동안 반응 시간이 측정되었다. RJT의 가정은 원어민 화자에게서

의미 일치 조건일 때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 (1) 반응 시간이 짧거나 동

일하고 (2) 관련성 판단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1) 문장 간 의미가

일치할 때 인지 처리가 용이하다는 사실과 (2) 의미별 분리된 정신적 표

34) 한국어에서 결과태는 조동사 ‘-어 있다’에 의해 실현되는데 결과피동은 피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것의 결과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므로 행위자 자체에 대해

서는 관심이 없어 행위자 명사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연재훈,

2011: 153).
35) GJT 예비실험에 참여한 8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1명

을 제외하고 7명의 데이터가 RJT 예비실험 분석에 사용되었다.

비문 오류 유형 기존 문항 수 변동된 문항 수
타동사 대치 6 7
접사 대치 6 7
-어지다 6 4
피동작주 조사 6 6

[표 Ⅲ-10] 예비실험 후 GJT 문항 변동사항



- 95 -

상 구조를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의미 일치/불일치

조건에 대한 반응 시간의 평균과 관련성 판단 점수를 얻은 뒤 통계 검정

프로그램 R을 사용하여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 한국

어 모어 화자의 RJT 반응 시간은 기술 통계상으로는 피험자5를 제외하

고는 의미 일치 조건이 의미 불일치 조건보다 짧았다. 그러나 통계적으

로는 피험자6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 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래 [표 Ⅲ- 11]과 같다.

* p < .05.

반면 모어 화자의 RJT 관련성 판단 결과는 기술 통계상으로도 의미

일치 조건이 의미 불일치 조건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피험자 모두에

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 [표 Ⅲ- 12]와

같다.

의미 일치 의미 불일치
M SD M SD n t df

피험자1 7.163 2.640 10.319 8.908 24 -1.7305 23
피험자2 9.243 6.631 12.073 5.618 24 -1.4967 23
피험자3 4.886 2.154 4.946 2.405 24 -0.14038 23
피험자4 9.115 6.344 11.738 8.566 24 -1.7305 23
피험자5 8.229 3.526 7.887 2.642 24 -1.4967 23
피험자6 5.605 3.451 19.831 20.193 24 -3.3861* 23
피험자7 6.117 3.157 7.085 3.403 24 -0.97377 23

[표 Ⅲ-11] RJT 예비실험의 반응 시간 결과

의미 일치 의미 불일치
M SD M SD n t df

피험자1 7.708 1.681 5.083 1.998 24 4.4095* 23
피험자2 8.542 1.062 4.375 2.901 24 6.1505* 23
피험자3 7.375 1.861 4.75 2.289 24 4.7354* 23
피험자4 7.625 2.516 4.083 2.145 24 5.3717* 23

[표 Ⅲ-12] RJT 예비실험의 관련성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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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4. 연구 절차

연구는 1차시와 2차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시에서 참여자들은 사

전 시험으로서 각각 GJT와 RJT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GJT는 시간

제한이 없는 문어 과제였기 때문에 Excel 2016의 시트가 학습자들에게

배포되었다. RJT의 경우 반응 시간 측정을 위해 PsychoPy v3.0 프로그

램을 내려 받아 구동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험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법에

관한 매뉴얼과 실험 구동을 위한 파일이 전달되었다. GJT와 RJT는 각

각 약 15분씩 총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사전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1)

GJT 총점, (2) RJT 의미 일치 점수–의미 불일치 점수, (3) RJT 의미

불일치 반응 시간–의미 일치 반응 시간)를 바탕으로36) 피험자들은 복합

형 고쳐 말하기 집단,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분되었

다.

2차시에는 처치 과제 후 즉각적인 사후 시험이 실시되었다. 처치 과제

는 2개의 이야기 배열 과제와 1개의 그림 묘사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야기 배열 과제 약 10분, 그림 묘사 과제 약 10분으로 총 30분이 소요

되었다. 피험자와 대화자는 온라인 zoom 링크를 통해 회의실에서 만나

과제를 수행하였다.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대화자는 피험자의 오류에 대

해 피험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 복합형 고쳐 말하기 또는 기본형 고쳐 말

하기를 제공하거나 또는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오류에 대한 언급 없이

주제를 이어나갔다. 대화자는 피동 오류에 한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상이나 시제 오류, 또는 ‘-어지다’의 통사적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단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상의

36) 동질성 검사 결과는 4장 연구 결과에서 함께 기술하였다.

피험자5 7.125 1.424 4.917 1.742 24 5.1383* 23
피험자6 8.5 1.794 6.667 2.599 24 2.6246* 23
피험자7 6.5 1.588 4.792 1.503 24 3.711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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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경우에는 다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처치 과제 후

진행된 즉각적인 사후 시험의 경우 사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GJT 약 15

분, RJT 약 15분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Ⅲ

-13]과 같다.

5. 자료 분석 방법

먼저 피험자는 피드백을 받은 집단에 따라 복합형 고쳐 말하기를 받

은 집단은 1, 기본형 고쳐 말하기를 받은 집단은 2, 통제 집단은 3으로

코딩하였다. 시점은 사전 시험의 경우 pre, 사후 시험의 경우 post로 코

딩하였다. 숙달도의 경우 전체 점수를 반분하여 중간값 56점을 기준으로

56점 이상은 숙달도 상, 이하는 숙달도 하로 구분하고 각각 1과 2로 코

딩하였다. 문항의 경우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을 각각 a, b, c

로 코딩하였으며 RJT에 사용된 문항의 경우 추가로 의미 불일치 조건의

세부 사항은 ab, ac, bc(각각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

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으로 코딩하였다. GJT는 목표 자극에 한하여

피험자의 문법성 판단에 대해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코딩한 후 합산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RJT는 의미 관련성 판단에 대해 1-9까지 점

수와 반응 시간을 코딩하고 각각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데이터

코딩은 Excel 2016을 사용하였으며 아래 [그림 Ⅲ-6], [그림 Ⅲ-7]과 같

다.

차시 실험 내용 실험 도구 소요 시간

1차시 사전 시험
GJT 약 15분
RJT 약 15분

2차시
처치 과제

이야기 배열 과제 1 약 10분
이야기 배열 과제 2 약 10분
그림 묘사 과제 1 약 10분

사후 시험
GJT 약 15분
RJT 약 15분

[표 Ⅲ-13]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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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GJT 자료 코딩

이후 코딩한 자료에 대해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 분석 시에

는 통계 검정 프로그램 R과 SPSS 25(일반화 추정 방정식, GEE 시행

시)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 대해 신뢰도는 95%,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그림 Ⅲ-7] RJT 자료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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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검정에 앞서 실험에서 사용한 도구의 내적 신

뢰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피험자가 해당 시험을 다시 보았

을 경우 동일한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 즉 시험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 Ⅳ-1]은 GJT와 RJT의 A판과 B판 각각의 크론바흐 알

파(Cronbach’s ) 값을 도출한 결과로 각 문항의 점수는 피험자들의 사

전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  값이 모두 .80 이상으로 실험에 사용된 모든 연

구 도구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

하지 않고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한 통계 검정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구인
문항

수

가능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

GJT A판
피동

지식
48 1*48 37.64 8.543 .913

GJT B판
피동

지식
48 1*48 36.93 6.566 .830

RJT A판
피동

의미 표상
48 9*48 314.93 55.380 .943

RJT B판
피동

의미 표상
48 9*48 313.57 54.350 .933

[표 Ⅳ-1]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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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지식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집단별로 사전과 사후의 GJT 점수(72점 만점

기준)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아래 [표 Ⅳ-2]와 같다.

[표 Ⅳ-2]를 보면 기술 통계상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N=19)의 GJT 점수

평균은 사전에 약 54.42점에서 사후에 약 58.11점으로 약 3.69점이 상승하였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N=19)의 GJT 점수 평균은 사전에 약 55.16점에서 사

후에 약 59.30점으로 약 4.14점이 상승하였다. 통제 집단(N=19)의 GJT 점수 평

균은 사전에 약 55.11점에서 사후에 약 55.68점으로 약 0.57점이 상승하였다. 따

라서 형태 초점을 받은 두 개의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는 사전과 사후의 GJT 평

균 점수의 상승률이 큰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과 사후의 GJT 평균 점수의

상승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집단 전체(N=57)로 보았을 때

GJT 점수 평균은 사전에 약 54.89점에서 사후에 약 57.68점으로 약 2.79점이 상

승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GJT 점수의 평균의 증가폭

이 통제 집단의 GJT 점수의 평균의 증가폭보다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때 피험자들의 사전 GJT 점수 평균과 사후 GJT 점수 평균에 대해 정규

성을 검증한 결과 사피로 위크(Shapiro-Wilk) 검정에서 각각의 유의확률

(p=.000, p=.002)이 .05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그리지 않고 있었으므로 비모수 통

계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응하는 2개 표본에 대한 비모수 검정 방법

집단 N
사전 GJT

M(SD)

사후 GJT

M(SD)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19 54.42(10.731) 58.11(8.975)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19 55.16(10.844) 59.30(8.634)
통제 집단 19 55.11(10.176) 55.68(7.660)
전체 57 54.89(10.402) 57.68(8.424)

[표 Ⅳ-2]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 GJT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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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s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본

가설 검정에 대한 영가설은 사전 GJT 점수 평균과 사후 GJT 점수 평균 사이의

중앙값 차이는 0과 같다는 것이다.

검정 결과 [표 Ⅳ-3]과 같이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p값(p≒.021)과 기

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p값(p≒.010)은 .05보다 작아 사전 GJT 점수 평균과 사

후 GJT 점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반면 통제 집단의 p값(p≒.621)은

.05보다 커 사전 GJT 점수 평균과 사후 GJT 점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전체 집단의 p값(p≒.008)은 .05보다 작아 처치 이후 사전 GJT

점수 평균에 비해 사후 GJT 점수 평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통제 집단을 제외한 두 개의 피드백 집단에 의해 야기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2. 영향 요인에 따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

2.1. 영향 요인에 따른 피동 지식 발달

.

앞에서 GJT 전체 점수를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사전 GJT 점수 평균과

사후 GJT 점수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므로 본격적으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집단, 숙달

도, 피동 의미 요인을 설정하고 종속 변수로는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각각에 대한 GJT 점수 평균(16점 만점)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

집단 V P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32 0.02052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17.5 0.009628
통제 집단 58 0.6205
전체 289 0.007529

[표 Ⅳ-3]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 GJT 점수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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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통계는 아래 [표 Ⅳ-4]와 같다.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동의 GJT 평균이 사전에는 13.9점에서 사후에는 15.1점으로 1.2점이 증

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4.1점에서 사후에는 14.2점

으로 0.1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4.5점에서

사후에는 15.0점으로 0.5점이 증가하였다.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의 GJT 평균이 사전에는 9.7점에서 사후에는 13.3점으로 3.6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0.6점에서 사후에는 11.6

점으로 1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0.6점에서

사후에는 12.8점으로 2.2점이 증가하였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N
사전 GJT

M(SD)

사후 GJT

M(SD)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상
이해 10 13.9(1.197) 15.1(0.568)
가능 10 14.1(0.876) 14.2(1.751)
자발 10 14.5(1.354) 15.0(1.414)

하
이해 9 9.7(2.345) 13.3(1.225)
가능 9 10.6(3.712) 11.6(3.844)
자발 9 10.6(2.833) 12.8(1.563)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상
이해 10 13.8(1.549) 15.3(1.059)
가능 10 14.7(1.418) 15.1(0.568)
자발 10 14.8(1.032) 15.1(0.876)

하
이해 9 10.0(3.162) 12.8(2.048)
가능 9 10.7(2.062) 12.8(2.682)
자발 9 11.1(2.667) 12.0(2.000)

통제집단

상
이해 10 14.1(1.287) 14.2(1.229)
가능 10 14.4(1.776) 13.8(2.201)
자발 10 14.2(1.476) 14.1(1.287)

하
이해 9 10.6(1.740) 11.2(1.922)
가능 9 10.3(2.000) 11.4(2.186)
자발 9 10.7(2.693) 11.1(1.453)

[표 Ⅳ-4] 요인별 사전-사후 GJT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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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의 GJT 평균이 사전에는 13.8점에서 사후에는 15.3점으로 1.5점이 증

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4.7점에서 사후에는 15.1점

으로 0.4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4.8점에서

사후에는 15.1점으로 0.3점이 증가하였다.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의 GJT 평균이 사전에는 10.0점에서 사후에는 12.8점으로 2.8점

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0.7점에서 사후에는

12.8점으로 2.1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1.1점

에서 사후에는 12.0점으로 0.9점이 증가하였다.

통제 집단에서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동의 GJT 평균

이 사전에는 14.1점에서 사후에는 14.2점으로 0.1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

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4.4점에서 사후에는 13.8점으로 0.6점이 감소

하였다. 자발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4.2점에서 사후에는 14.1점으

로 0.1점이 감소하였다.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의 GJT

평균이 사전에는 10.6점에서 사후에는 11.2점으로 0.6점이 증가하였다. 가

능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0.3점에서 사후에는 11.4점으로 1.1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GJT 평균은 사전에는 10.7점에서 사후에는 11.1

점으로 0.4점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통계의 결과를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라 경

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집단 요인에 따라 사전과 사후의 GJT 평

균 점수의 차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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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집단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GJT 점수 평균 차이

위 그림에서 보이듯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과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

단은 사전 GJT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GJT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사전과

사후의 점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기술 통계에서 통제 집단 중

숙달도가 높은 집단에서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

을 보인 것과도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숙달도 요인에 따라

사전과 사후의 GJT 평균 점수의 차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2]와 같

다.



- 105 -

[그림 Ⅳ-2] 숙달도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GJT 점수 평균 차이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숙달도가 높은 집단과 숙달도가 낮은 집단 모

두 사전 GJT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GJT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숙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증가 폭이 큰 반면 숙달도가 높

은 집단에서는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숙달도가 낮은 집

단에서는 사전 GJT 평균 점수뿐 아니라 사후 GJT 평균 점수에서도 숙달

도가 높은 집단의 점수와 큰 차이가 있어 고쳐 말하기 피드백 후에도 벌어

진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피동 의미 요인에 따라 사전

과 사후의 GJT 평균 점수의 차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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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GJT 점수 평균 차이

위 그림을 통해 피동 의미 요인에 있어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모두 사전 GJT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GJT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성

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점수의 증가 폭에 있어서는 이

해 피동이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보다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 차이를 바탕으로 이러

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통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 검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피동 의미 요인을 설정함에 따라 종속 변수

로서의 피험자들의 사전 GJT 점수 평균과 사후 GJT 점수 평균이 이해 피

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에 따라 6가지로 나누어졌으므로 6개의 종속 변수

값(사전 이해 피동, 사전 가능 피동, 사전 자발 피동, 사후 이해 피동,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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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피동, 사후 자발 피동)에 대해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피로

위크(Shapiro-Wilk) 검정에서 각각의 유의확률(p=.001, p=.001, p=.000,

p=.000, p=.000, p=.001)이 .05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그리지 않고 있었으므

로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전 시험 점수

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사전 GJT 점수 평균에 대해 독립적

인 3개 표본에 대한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서 크루스칼 왈리스 순위합 검정

(Kruskal-Wallis rank sum test)을 실시한 결과(chi-squared= 0.05095, df

= 2, p=0.9748)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사전

시험에서는 GJT 점수 평균이 집단마다 다르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의 차이 값

(사후 GJT 평균 점수 – 사전 GJT 평균 점수)37)으로, 개체 효과를 피험

자38)로, 개체 내 효과를 피동 의미 요인으로 두어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E) 분석을 시행하였다.

위 [표 Ⅳ-5] 는 GEE 방식으로 집단(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통제 집단), 숙달도(상, 하), 피동 의미 요인(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 모두 p값이 .05보다 작아

37) 4장 1절에서 사전과 사후의 GJT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

인하였으므로 차이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8) 한 집단 당 표본 수가 19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이 사용되었기 때문

에 피험자 개인의 효과가 작용할 수 있어 통계 분석에 있어서 개체 효과를 고

려하였다.

요인 Wald 카이제곱
자유도

(제 Ⅲ 유형)
유의확률

(절편) 26.555 1 .000
집단 8.794 2 .012
숙달도 10.504 1 .001
피동 의미 11.784 2 .003

[표 Ⅳ-5]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 차에 대한 모형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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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p=.012, p=.001, p=.003)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 모두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설명 변수가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 차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측하여 설명하고자 GEE의 모수 추정값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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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B
표준
화
오차

95% Wald
신뢰구간

가설 검정
Exp(
B)

Exp(B)에 대한
95% Wald
신뢰구간

하한 상한
Wald
카이
제곱

자유
도

유의
확률

하한 상한

(절편) .430 .5134 -.577 1.436 .700 1 .403 1.537 .562 4.203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1.588 .7883 .043 3.133 4.059 1 .044 4.895 1.044 22.946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1.181 .8196 -.425 2.788 2.078 1 .149 3.259 .654 16.244

통제

집단
0a . . . . . . 1 . .

숙달도 상 -.923 .5583
-2.01

7
.171 2.732 1 .098 .397 .133 1.187

숙달도 하 0a . . . . . . 1 . .

이해 피동 .930 .3017 .339 1.521 9.499 1 .002 2.534 1.403 4.577

가능 피동 -.035 .3473 -.716 .646 .010 1 .920 .966 .489 1.907

자발 피동 0a . . . . . . 1 . .

[표 Ⅳ-5]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 차에 대한 모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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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먼저 집단 요인에 있어서 통제 집단을 기준으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가설 검정 결과는 p값(p=.044)이 .05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

의미하였으나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p값(p=.149)은 .05보다 커 통제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

대해서만 통제 집단과의 차이를 논할 수 있으며 승산비(OR)를 나타내는

Exp(B) 값인 4.895를 해석할 때에 복합형 고쳐 말하기를 한 후에 통제 집

단보다 약 4.9배만큼 GJT 평균 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숙달도 요인에 있어서는 숙달도가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숙달도가

높은 집단의 가설 검정 결과가 p값(p=.098)이 .05보다 커 두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피동 의미 요인의 경우 자발 피동을 기준으로 이

해 피동의 가설 검정 결과는 p값(p=.002)이 .05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의미

하였으나 가능 피동의 p값(p=.920)은 .05보다 커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그림 Ⅳ-3]에서 나타났던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해 피동에 한

해 다른 피동 의미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승산비 (OR)를 나타내

는 Exp(B) 값인 2.534를 해석할 때에 이해 피동은 자발 피동을 기준으로

약 2.5배만큼 GJT 평균 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영향 요인에 따른 피동 의미 표상

본 절에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 전후로 학습자의 피동 의미 관련성 판

단과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 요

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GJT에서 GEE를 실시할 때에는

종속변수로 사전과 사후의 차이 점수를 사용하였던 반면 RJT에서는 사전

과 사후의 차이 값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RJT 결과 해석 시에는 시간 요

인에 따른 차이 검정을 먼저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시간 요

인보다 피동 의미 요인 간의 차이 검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둘째, 피동

의미 표상에서는 종속 변수의 수준(level)이 6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즉

RJT 문항에서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과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의미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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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조건의 6가지 조건에 대한 각각의 의미 관련성 판단 점수와 반응 시간

이 종속 변수로 투입되기 때문에 6 수준(level)의 비모수 차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없어 GEE에 시간 요인을 함께 투입하였다. 종속 변수에 대한 정규

성 검정 결과는 해당 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2.1. 영향 요인에 따른 피동 의미 관련성 판단

먼저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피동 의미

관련성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명 변인

으로 시간,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을 설정하고 종속 변수로는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과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

해 피동-자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 각각에 대한

RJT 점수 평균(9점 만점)을 설정하였다. 이는 아래 [표 Ⅳ-6]과 같다.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N
사전 RJT

M(SD)

사후 RJT

M(SD)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상

이해 10 7.625(1.862) 8.113(1.644)
가능 10 7.375(1.786) 7.775(1.187)
자발 10 7.063(1098) 7.400(1.083)
이해-가능 10 5.613(1.799) 5.900(1.577)
이해-자발 10 5.688(2.057) 6.000(1.409)
가능-자발 10 6.025(2.186) 7.400(1.083)

하

이해 9 6.736(1.622) 7.375(1.314)
가능 9 6.403(1.447) 7.027(1.287)
자발 9 6.609(1.245) 6.264(1.435)
이해-가능 9 5.208(1.338) 5.028(1.352)
이해-자발 9 5.139(1.718) 5.236(1.379)
가능-자발 9 5.417(1.479) 5.514(1.435)

기본형

고쳐
상

이해 10 8.013(0.861) 8.225(0.818)
가능 10 7.650(0.689) 7.463(0.926)

자발 10 7.175(0.521) 6.963(1.031)

[표 Ⅳ-6] 요인별 사전-사후 RJT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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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

동의 RJT 평균이 사전에는 약 7.6점에서 사후에는 약 8.1점으로 1.5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7.4점에서 사후에는 약

7.8점으로 0.4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7.1

점에서 사후에는 7.4점으로 0.3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6점에서 사후에는 5.9점으로 약

0.3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7점에서 사후에는 6점으로 약 0.3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

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0점에서 사후

에는 7.4점으로 약 1.4점이 증가하였다.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

의 RJT 평균이 사전에는 약 6.7점에서 사후에는 약 7.4점으로 0.7점이 증

말하기

집단

이해-가능 10 5.188(0.622) 5.663(1.396)
이해-자발 10 5.238(1.358) 5.113(1.567)
가능-자발 10 5.963(0.613) 5.588(1.682)

하

이해 9 7.139(1.150) 7.583(1.164)
가능 9 6.472(1.294) 6.958(1.324)
자발 9 6.375(1.070) 7.056(0.998)
이해-가능 9 5.944(1.233) 5.903(1.428)
이해-자발 9 5.861(1.200) 6.125(1.095)
가능-자발 9 5.903(1.488) 5.986(1.634)

통제집단

상

이해 10 8.563(0.581) 8.750(0.363)
가능 10 8.350(0.620) 8.563(0.521)
자발 10 7.550(1.370) 7.650(0.952)
이해-가능 10 6.713(1.168) 7.050(1.199)
이해-자발 10 6.625(1.440) 6.625(1.437)
가능-자발 10 7.200(1.064) 7.462(1.061)

하

이해 9 7.806(0.871) 8.153(0.770)
가능 9 7.153(0.843) 7.472(0.624)
자발 9 6.875(0.776) 6.972(0.840)
이해-가능 9 5.847(1.678) 6.208(0.884)
이해-자발 9 5.222(1.210) 5.806(1.242)
가능-자발 9 5.959(0.980) 6.18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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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4점에서 사후에는 약

7.0점으로 0.6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6

점에서 사후에는 약 6.3점으로 0.3점이 감소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

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2점에서 사후에는 5.0점으로

약 0.2점이 감소하였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

은 사전에는 약 5.1점에서 사후에는 약 5.2점으로 약 0.1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4점에

서 사후에는 5.5점으로 약 0.1점이 증가하였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

동의 RJT 평균이 사전에는 약 8.0점에서 사후에는 약 8.2점으로 0.2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7.7점에서 사후에는 약

7.5점으로 0.2점이 감소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7.2

점에서 사후에는 7.0점으로 0.2점이 감소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2점에서 사후에는 5.7점으로 약

0.5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2점에서 사후에는 약 5.1점으로 약 0.1점이 감소하였다. 가

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0점에서

사후에는 5.6점으로 약 0.4점이 감소하였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

의 RJT 평균이 사전에는 약 7.1점에서 사후에는 약 7.6점으로 0.5점이 증

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5점에서 사후에는 약

7.0점으로 0.5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4

점에서 사후에는 약 7.1점으로 0.7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

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9점에서 사후에는 5.9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

에는 약 5.9점에서 사후에는 약 6.1점으로 약 0.2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

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9점에서 사후

에는 6.0점으로 약 0.1점이 증가하였다.

통제 집단의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동의 RJT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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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는 약 8.6점에서 사후에는 약 8.8점으로 0.2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8.4점에서 사후에는 약 8.6점으로 0.2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7.6점에서 사후에는 7.7

점으로 0.1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7점에서 사후에는 7.1점으로 약 0.4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6점에

서 사후에는 6.6점으로 약 변동이 없었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7.2점에서 사후에는 약 7.5점으로 약 0.3점이

증가하였다.

통제 집단의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의 RJT 평균이

사전에는 약 7.8점에서 사후에는 약 8.2점으로 0.4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7.2점에서 사후에는 약 7.5점으로 0.3점이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9점에서 사후에는 약

7.0점으로 0.1점이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8점에서 사후에는 6.2점으로 약 0.4점이 증가하

였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5.2점에서 사후에는 약 5.8점으로 약 0.6점이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과 자

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평균은 사전에는 약 6.0점에서 사후에는 6.2

점으로 약 0.2점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통계의 결과를 시간, 시간*피동 의미, 피동 의미*집단*

숙달도 요인에 따라 경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간 요인에 따라

사전과 사후의 RJT 평균 점수의 차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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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시간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점수 평균 차이

위 그림에서 보이듯 사전 RJT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RJT 평균 점

수는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RJT 의미 불일치 조건

에서는 평균 점수가 감소해야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간*피동 의미, 즉 시간과 피동 의미의 상호작용에 따른 RJT 평균 점

수의 경향성을 보고자 한다.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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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시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점수 평균 차이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사전 RJT 평균 점수에 비해 사후 RJT 평균

점수의 증가는 모든 의미 요인에서 동일하였으며 따라서 RJT의 의미

일치 조건에서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나 고쳐 말하기 피드백 전후로

관련성 점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요인에 따른

피동 의미별 관련성 점수의 차이는 전체적인 증가 추세 외에는 의미

표상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시간 요인은 제외하고 피동

의미 요인과 더불어 다른 설명 변인으로서 집단 요인과 숙달도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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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RJT 평균 점수를 살펴보았다.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6]

과 같다.

[그림 Ⅳ-6]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점수 평균 차이

위 그림을 통해 먼저 숙달도 요인에서는 숙달도가 높은 집단이 숙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피동 의미에 대한 관련성 점수를 높게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피동 의미 관련성 판단에 대한 숙달도 상 집단과 숙달도 하 집

단 간의 그래프 모양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점수 판단에 있어 숙달도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집단 요인에 있어서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는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

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는 숙달도 상 집단이 숙달도 하 집단보다 관련성 점

수를 낮게 판단하여 보다 뚜렷한 피동 의미 표상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러

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통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종속 변수 값인 RJT 평균 점수에 대해 정규

성을 검증한 결과 사피로 위크(Shapiro-Wilk) 검정에서 유의확률(p=.000)이

.05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그리지 않고 있었으므로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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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전 시험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에

따른 사전 RJT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차이 평균에 대해 독립적인

3개 표본에 대한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서 크루스칼 왈리스 순위합 검정

(Kruskal-Wallis rank sum test)을 실시한 결과(chi-squared= 5.2265, df =

2, p=0.0733)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사전 RJT

의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차이, 곧 사전의 피동 의미 표상이 집단

별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피동 의미 표상에 있어서 시간,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RJT 평균 점

수로, 개체 효과를 피험자로, 개체 내 효과를 시간과 피동 의미 요인으로 투입

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 분석을 시행하였다.

위 [표 Ⅳ-7]은 GEE 방식으로 시간(사전, 사후), 집단(복합형 고쳐 말하

기 집단,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통제 집단), 숙달도(상, 하), 피동 의미

요인(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

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시간 요인은 p값

(p=.433)이 .05보다 커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반면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의 3가지 요인은 모두 p값이 .05보다 작아(순

차적으로 p=.002, p=.005, p=.000)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 모두 RJT 평균 점수

요인
Wald

카이제곱

자유도

(제 Ⅲ 유형)
유의확률

(절편) 2864.616 1 .000
시간 .614 1 .433
집단 12.650 2 .002
숙달도 7.965 1 .005
피동 의미 292.685 5 .000
집단*숙달도*피동 의미 83.536 27 .000

[표 Ⅳ-7] RJT 평균 점수에 대한 모형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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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설명 변수가

RJT 평균 점수 차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측하여 설명하

고자 GEE의 모수 추정값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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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B
표준
화
오차

95% Wald
신뢰구간

가설 검정
Exp
(B)

Exp(B)에 대한
95% Wald
신뢰구간

하한 상한
Wald
카이
제곱

자
유
도

유의
확률

하한 상한

(절편) 6.819 .2633 6.303 7.335
670.4

91
1 .000

915.0

26

546.1

04

1533.1

72

사후 .116 .1477 -.174 .405 .614 1 .433 1.123 .840 1.500
사전 0a . . . . . . 1 . .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548 .4531 -1.436 .340 1.463 1 .227 .578 .238 1.405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073 .4221 -.900 .754 .030 1 .863 .930 .406 2.126

통제집단 0a . . . . . . 1 . .
숙달도 상 .711 .4364 -.144 1.567 2.656 1 .103 2.037 .866 4.790
숙달도 하 0a . . . . . . 1 . .
이해 피동 1.277 .4206 .453 2.102 9.219 1 .002 3.587 1.573 8.180

가능 피동 .430 .0898 .254 .606
22.96

4
1 .000 1.538 1.290 1.834

이해 피동-가능 피동 -.690 .3065 -1.291 -.090 5.074 1 .024 .501 .275 .914

이해 피동-자발 피동
-1.39

3
.2512 -1.885 -.901

30.76

6
1 .000 .248 .152 .406

가능 피동-자발 피동 -.738 .3249 -1.375 -.102 5.167 1 .023 .478 .253 .903
자발 피동 0a . . . . . . 1 . .

[표 Ⅳ-8] RJT 평균 점수에 대한 모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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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먼저 시간 요인에 있어서 사전 시험을 기준으로 사후 시험의

가설 검정 결과는 p값(p=.433)이 .05보다 커 모형 효과 검정 결과와 마찬가

지로 시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요인에 있어서 통제 집

단을 기준으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가설 검정 결과는 p값(p=.277)

이 .05보다 커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p값(p=.863)도 .05보다 커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동 의미 관련성 판단에 대해 고쳐 말하기 피드백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 시간 요인과 집단 요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

은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제공 여부, 그리고 처치 과제 동안 입력의 제시

를 통해서는 피동 의미 표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피동 의

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숙달도 요인의 경우에도 p값(p=.103)이 .05보다 커 피동 의미 표상에 있

어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피동 의미 요인에서는 자

발 피동을 기준으로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이해 피동-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 이해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p값(p=.002, p=.000, p=.024, p=.000, p=.023)이 모두 .05보다 작아 6

가지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피동 의미 요인에 대해서만

RJT 평균 점수와의 관계를 논할 수 있으며 6가지 피동 의미별로 RJT 점

수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동 의미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면 자발

피동을 기준으로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B값은 양수(이해 피동=1.277,

가능 피동=.430)이고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동, 가능 피

동-자발 피동의 B값은 음수(이해 피동-가능 피동=-.690, 이해 피동-자발

피동=-1.393, 가능 피동-자발 피동=-.738)로 RJT 의미 일치 조건에서

RJT 의미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 관련성 점수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피동

의미별로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점수 차이는 피동 의미에 대한

표상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승산비(OR)를 나타내는 Exp(B) 값을

살펴보면 이해 피동의 Exp(B)는 3.587로 자발 피동보다 약 3.6배만큼 RJT

평균 점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 피동의 Ex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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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38로 자발 피동보다 약 1.5배만큼 RJT 평균 점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의 피동 의미 표상은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순서로 뚜렷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통계에서는 통제 집단 숙달도 하 집단의 이해 피동을

기준으로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 상 집단에서 피동 의미에 대

한 뚜렷한 표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GEE의 모수 추정값을

분석한 결과 집단*숙달도*피동 의미의 상호작용 중 어떠한 요인도 p값이

.05보다 작지 않아39)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2.2.2. 영향 요인에 따른 피동 의미 처리 시간

다음으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피동

의미 처리의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명 변인으로 시간,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을 설정하고 종속 변수

로는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과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 각

각에 대한 RJT 반응 시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아래 [표 Ⅳ-9]와 같다.

39) 상호작용 요인의 조합은 3(집단)*2(숙달도)*6(피동 의미)=36개로 지면관계상

[표 Ⅳ-8]에서 생략하였다.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N
사전 RJT rt

M(SD)

사후 RJT rt

M(SD)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상

이해 10 12.595(6.703) 12.297(11.485)
가능 10 12.778(6.084) 9.286(3.373)
자발 10 9.159(2.857) 8.574(3.288)
이해-가능 10 11.440(3.401) 9.677(1.829)
이해-자발 10 10.441(4.648) 9.456(3.996)
가능-자발 10 10.675(4.472) 8.574(3.288)

하 이해 9 13.812(6.827) 13.312(9.160)

[표 Ⅳ-9] 요인별 사전-사후 RJT 반응 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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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

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이 사전에는 약 12.6초에서 사후에는 약 12.3초

로 약 0.3초가 빨라졌다. 가능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2.8초에서 사후에는 약 9.3초로 약 3.5초가 빨라졌다. 자발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9.2초에서 사후에는 약 8.6초로 약 0.6초

빨라졌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

가능 9 13.015(6.108) 14.589(10.526)
자발 9 13.339(6.054) 9.612(4.564)
이해-가능 9 13.185(5.582) 12.428(7.248)
이해-자발 9 15.717(9.393) 16.257(13.102)
가능-자발 9 15.734(10.147) 14.537(12.000)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상

이해 10 10.217(3.249) 7.827(3.410)
가능 10 10.617(3.692) 6.114(1.432)
자발 10 11.145(3.038) 6.339(2.095)
이해-가능 10 11.829(3.699) 9.417(5.311)
이해-자발 10 11.288(2.810) 6.977(2.277)
가능-자발 10 11.008(3.536) 6.338(2.095)

하

이해 9 12.250(8.792) 13.452(7.198)
가능 9 12.189(8.067) 11.190(6.279)
자발 9 12.432(9.687) 16.116(17.138)
이해-가능 9 11.125(7.448) 18.889(18.136)
이해-자발 9 13.614(10.875) 9.589(2.365)
가능-자발 9 12.673(9.944) 11.678(7.441)

통제집단

상

이해 10 10.831(4.751) 11.165(11.494)
가능 10 8.417(2.671) 7.316(4.824)
자발 10 10.744(3.822) 8.394(8.298)
이해-가능 10 13.686(7.021) 9.557(7.691)
이해-자발 10 10.752(5.600) 14.652(24.568)
가능-자발 10 10.079(3.786) 9.072(8.199)

하

이해 9 14.514(12.644) 10.616(5.686)
가능 9 11.541(4.682) 9.955(6.705)
자발 9 17.463(17.661) 9.382(8.503)
이해-가능 9 18.235(13.078) 10.813(6.977)
이해-자발 9 12.258(6.721) 11.620(11.712)
가능-자발 9 14.308(10.980) 8.50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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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전에는 약 11.4초에서 사후에는 9.7초로 약 1.7초가 빨라졌다. 이해 피

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0.4초에서 사후에는 9.5초로 약 0.9초 빨라졌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0.7초에서 사후에는

8.6초로 약 2.1초 빨라졌다.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

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이 사전에는 약 13.8초에서 사후에는 약 13.3초로

약 0.5초가 빨라졌다. 가능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3.0초에서 사후에는 약 14.6초로 약 1.6초가 증가하였다. 자발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3.3초에서 사후에는 약 9.6초로 약

3.7초 빨라졌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3.2초에서 사후에는 12.4초로 약 0.8초가 빨라졌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

는 약 15.7초에서 사후에는 16.3초로 약 0.6초 빨라졌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5.7초에서

사후에는 14.5초로 약 1.2초 빨라졌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

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이 사전에는 약 10.2초에서 사후에는 약 7.8초

로 약 2.4초가 빨라졌다. 가능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0.6초에서 사후에는 약 6.1초로 약 4.5초가 빨라졌다. 자발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1.1초에서 사후에는 약 6.3초로 약 4.8초

빨라졌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

은 사전에는 약 11.8초에서 사후에는 9.4초로 약 2.4초가 빨라졌다. 이해 피

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1.3초에서 사후에는 7.0초로 약 4.3초 빨라졌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1.0초에서 사후에는

6.3초로 약 4.7초 빨라졌다.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

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이 사전에는 약 12.3초에서 사후에는 약 13.5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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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초가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2.2초에서 사후에는 약 11.2초로 약 1초가 빨라졌다. 자발 피동의 RJT 반

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2.4초에서 사후에는 약 16.1초로 약 3.7초

가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1.1초에서 사후에는 18.9초로 약 7.8초가 증가하였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

는 약 13.6초에서 사후에는 약 9.6초로 약 4초 빨라졌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2.7초에서

사후에는 11.7초로 약 1초 빨라졌다.

통제 집단의 숙달도가 높은 집단(N=10)에서는 이해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이 사전에는 약 10.8초에서 사후에는 약 11.2초로 약 0.4초가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8.4초에서

사후에는 약 7.3초로 약 1.1초가 빨라졌다. 자발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0.7초에서 사후에는 약 8.4초로 약 2.3초 빨라졌다. 이

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3.7초에서 사후에는 9.6초로 약 4.1초가 빨라졌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

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0.8초에서 사

후에는 14.7초로 약 3.9초 증가하였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

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0.1초에서 사후에는 9.1초로

약 1초 빨라졌다.

통제 집단의 숙달도가 낮은 집단(N=9)에서는 이해 피동의 RJT 반응 시

간의 평균이 사전에는 약 14.5초에서 사후에는 약 10.6초로 약 3.9초가 빨

라졌다. 가능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1.5초에서 사

후에는 약 10.0초로 약 1.5초가 빨라졌다. 자발 피동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7.5초에서 사후에는 약 9.4초로 약 8.1초 빨라졌다. 이

해 피동과 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8.2초에서 사후에는 10.8초로 약 7.4초가 빨라졌다. 이해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2.3초에서

사후에는 11.6초로 약 0.7초 빨라졌다.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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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RJT 반응 시간의 평균은 사전에는 약 14.3초에서 사후에는 8.5초로

약 5.8초 빨라졌다.

이와 같은 기술 통계의 결과를 시간, 시간*피동 의미, 시간*피동 의미*

집단, 시간*피동 의미*숙달도 요인에 따라 경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간 요인에 따라 사전과 사후의 RJT 평균 반응 시간의 차이를 시각

화하면 [그림 Ⅳ-7]과 같다.

[그림 Ⅳ-7] 시간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반응 시간 평균 차이

위 그림에서 보이듯 사전 RJT 평균 반응 시간에 비해 사후 RJT 평균

반응 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전 RJT에 비해 사후 RJT 사

후에 의미 처리가 더 빨라진 것으로 피드백 효과로 인한 의미 처리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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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 때문일 가능성과 연습 효과로 인한 시간 감소의 가능성이 모두 공존

한다. 또한 RJT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의 반응 시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의미 표상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시간*피동 의미, 즉

시간과 피동 의미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RJT 평균 반응 시간의 경향성

을 보고자 한다.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8] 시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반응 시간 평균 차이



- 128 -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사전 RJT 평균 반응 시간에 비해 사후 RJT 평균

반응 시간의 감소는 모든 의미 요인에서 동일하였으며 따라서 RJT의 의

미 일치 조건에서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나 고쳐 말하기 피드백 전후로

반응 시간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동 의미별로 반응 시간의

차이를 보면 이해 피동과 관련한 문항, 즉 이해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 이

해 피동-가능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 이해 피동-자발 피동의 의미 불

일치 조건에서는 사전-사후 반응 시간의 감소폭이 비교적 작았다. 반면

가능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 자발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 가능 피동-자

발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는 사전-사후 반응 시간이 비교적 큰 폭

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는 시간, 피동 의미 요인에 집단 요인을 추가하

여 시간*피동 의미*집단 요인에 따른 RJT 평균 반응 시간의 경향성을 살

펴보았다.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Ⅳ-9]와 같다.

[그림 Ⅳ-9] 시간, 피동 의미, 집단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반응 시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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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는 피동 의미별 사전과 사후

의 반응 시간의 경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는 이해 피동-가능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고 통제 집단에서는 이해 피동-자발 피동의 의

미 불일치 조건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시간, 피동 의미 요인에 숙달도 요인을 추가하여 시간*피동 의미*

숙달도 요인에 따른 RJT 평균 반응 시간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시각

화하면 아래 [그림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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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시간, 피동 의미, 숙달도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RJT 반응 시간 평균 차이

위 그림을 통해 숙달도가 높은 집단은 숙달도가 낮은 시간보다 RJT 의미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

미 관련성 판단뿐 아니라 숙달도가 높을수록 독해 시간이 짧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숙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시간에 따른

RJT 의미 관련성 반응 시간의 경향성은 모두 동일하게 사후에 반응 시간이

감소하였다. 다만 가능 피동과 관련하여 숙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가능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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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일치 조건, 이해 피동-가능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 가능 피동-자

발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 모두 반응 시간이 사전 RJT에 비해 사후

RJT에서 눈의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숙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가능 피동의

의미 일치 조건, 이해 피동-가능 피동의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 반응 시간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에

따른 RJT 반응 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통계 검

정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종속 변수 값인 RJT 반응 시간에 대해 정규

성을 검증한 결과 사피로 위크(Shapiro-Wilk) 검정에서 유의확률(p=.000)이

.05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그리지 않고 있었으므로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전 시험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에

따른 사전 RJT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반응 시간 차이 평균에 대해

독립적인 3개 표본에 대한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서 크루스칼 왈리스 순위합

검정(Kruskal-Wallis rank sum test)을 실시한 결과(chi-squared= 1.4116,

df = 2, p=0.4937)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사전

RJT의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반응 시간의 차이가 집단별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피동 의미 처리에 있어서 시간,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에

따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RJT 평균 반

응 시간으로, 개체 효과를 피험자로, 개체 내 효과를 시간과 피동 의미 요인으

로 투입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
Wald

카이제곱

자유도

(제 Ⅲ 유형)
유의확률

(절편) 186.903 1 .000
시간 3.207 1 .073

집단 .243 2 .885
숙달도 .401 1 .527
피동 의미 27.930 5 .000

[표 Ⅳ-10] RJT 평균 반응 시간에 대한 모형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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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Ⅳ-10]은 GEE 방식으로 시간(사전, 사후), 집단(복합형 고쳐 말하

기 집단,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통제 집단), 숙달도(상, 하), 피동 의미 요

인(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

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시간 요인은 p값(p=.073)이 .05

보다 커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집단과 숙달도

요인 또한 p값(p=.885, p=.527)이 .05보다 커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변인이 아니었다. 한편 피동 의미 요인과 시간*피동 의미*집단의 상호작용

요인은 모두 p값이 .05보다 작아(순차적으로 p=.000, p=.002) 모형 효과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집단, 숙달도에 따라서는

RJT 평균 반응 시간에 차이가 없고 피동 의미 간에는 RJT 평균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 시간과 피동 의미, 집단 요인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설명 변수가 RJT 평균 점수 차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측하여 설명하고자 GEE의 모수 추정값을 분석하였다.

시간*피동 의미*집단 45.286 2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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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B
표준
화
오차

95% Wald
신뢰구간

가설 검정
Exp(
B)

Exp(B)에 대한
95% Wald
신뢰구간

하한 상한
Wald
카이
제곱

자
유
도

유의
확률

하한 상한

(절편) 11.878 4.0420 3.956
19.80

1
8.636 1 .003

14411

7.090

52.26

0

3974277

33.100

사후 -5.065 3.2223
-11.38

0
1.251 2.470 1 .116 .006

1.142

E-5
3.494

사전 0a . . . . . . 1 . .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2.788 3.2594 -9.176 3.601 .732 1 .392 .062 .000 36.622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2.172 3.3786 -8.794 4.450 .413 1 .520 .114 .000 85.639

통제 집단 0a . . . . . . 1 . .

숙달도 상 3.892 6.1472 -8.156
15.94

0
.401 1 .527

48.99

6
.000

8368337

.527
숙달도 하 0a . . . . . . 1 . .
이해 피동 -1.351 1.0482 -3.406 .703 1.662 1 .197 .259 .033 2.020
가능 피동 -4.030 2.0820 -8.111 .051 3.747 1 .053 .018 .000 1.052

이해 피동-가능 피동 1.914 1.4825 -.991 4.820 1.668 1 .197 6.783 .371 123.988
이해 피동-자발 피동 -2.461 1.9134 -6.211 1.289 1.654 1 .198 .085 .002 3.630

[표 Ⅳ-11] RJT 평균 반응 시간에 대한 모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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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피동-자발 피동 -1.845 1.4008 -4.590 .901 1.734 1 .188 .158 .010 2.462
자발 피동 0a . . . . . . 1 . .

사후*통제집단*이해 피동 3.394 1.3772 .695 6.094 6.075 1 .014
29.79

5
2.004 442.991

사전*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이해
피동

3.384 1.5030 .438 6.330 5.069 1 .024
29.48

9
1.550 561.040

사전*통제집단*이해 피동 0a . . . . . . 1 . .
사후*통제집단*이해
피동-자발 피동

6.815 2.9962 .943
12.68

7
5.174 1 .023

911.3

51
2.567

323614.

607
사후*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이해
피동-자발 피동

4.262 2.1164 .114 8.410 4.056 1 .044
70.98

4
1.121

4493.97

6

사전*통제집단*이해
피동-자발 피동

0a . . . . . . 1 . .

사전*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가능
피동

5.781 2.3909 1.095
10.46

7
5.846 1 .016

323.9

88
2.988

35129.7

42

사전*통제집단*가능 피동 0a . . . . . . 1 . .
사전*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가능
피동-자발 피동

3.777 1.7770 .294 7.260 4.517 1 .034
43.67

3
1.342

1421.75

6

사전*통제 집단*
가능 피동-자발 피동

0a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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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먼저 시간 요인에 있어서 사전 시험을 기준으로 사후 시험의 가

설 검정 결과는 p값(p=.116)이 .05보다 커 모형 효과 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요인에 있어서 통제 집단을 기

준으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가설 검정 결과는 p값(p=.392)이 .05보다

커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p값(p=.520)도

.05보다 커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동 의미 관련

성 판단의 반응 시간에 대해 고쳐 말하기 피드백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

었다. 시간 요인과 집단 요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제공 여부, 그리고 처치 과제 동안 입력의 제시를 통해서는

피동 의미 처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피동에 대한 암시적 학습

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숙달도 요인의 경우에도 p값(p=.527)이 .05보다 커 피동 의미 표상에 있어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피동 의미 요인에서도 자발 피

동을 기준으로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이해 피동-가능 피동의 불일치 조건, 이

해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p값

(p=.197, p=.053, p=.197, p=.198, p=.188)이 모두 .05보다 커 6가지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6가지 피동 의미 조건에 따라서 RJT 평균

반응 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시간, 피동 의미, 집단의 상호작용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의 경우 통제

집단의 사전 이해 피동의 반응 시간을 기준으로 통제 집단의 사후 이해 피동

의 반응 시간의 p값(p=.014)과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사전 이해 피동의

p값(p=.024)이 .05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 통제 집단의 사전 이

해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에서의 반응 시간을 기준으로 통제 집단의

사후 이해 피동-자발 피동의 반응 시간의 p값(p=.023)과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사전 이해 피동-자발 피동의 반응 시간의 p값(p=.044)이 .05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 외에도 통제 집단의 사전 가능 피동의 반응 시간

대비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사전 가능 피동의 p값(p=.016)과 통제 집단

의 사전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반응 시간 대비 복합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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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집단의 사전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불일치 조건의 반응 시간의 p값

(p=.034)이 .05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요인에서 사전의 집단 간 반응 시간의 차이를 차치하면

사전과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통제 집단에서의 이해 피동의

반응 시간과 이해 피동-자발 피동 조건의 반응 시간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

히 해석해보면 통제 집단에서 이해 피동의 사전 반응 시간 대비 사후 반응 시

간의 승산비(OR)를 나타내는 Exp(B)는 29.795로 사전보다 사후에 RJT 평균

반응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 피동-자발 피

동 조건에서 사전 반응 시간 대비 사후 반응 시간의 승산비(OR)를 나타내는

Exp(B)는 911.351로 사전보다 사후에 RJT 평균 반응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쳐 말하기의 형태 초점을 제공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이해 피동과 관련한 피동 의미 처리의 반응 시간이 증가한 것

은 해당 의미 처리가 어려워졌거나 또는 의미 처리에 주의를 더 기울일 확률

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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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본고에서는 한국어 피동 습득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조사하되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한국어 피동

의 의미에 따라 습득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있어서 피드백 유형과 언어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숙달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어 피동의 의미 중 이해 피동이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보다

표상이 뚜렷하였으며 이해 피동에서만 피드백 이후 피동 지식의 유의미

한 향상이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

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5.1.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

본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피동 습득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먼저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고

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 투입된

영향 요인으로서 피드백 유형, 언어적 요인, 그리고 숙달도(학습자 요인)

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5.1.1. 한국어 습득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

제2언어 교육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실험 연

구에서는 스페인어(Leeman, 2003), 프랑스어(Lyster & Izquierdo, 2009),

중국어(Li, 2014), 터키어(Yilmaz, 2012)와 같이 다양한 언어에서 고쳐 말

하기가 효과를 보인 바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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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오류 수정 성공 비율이 다른 피드백보다 높다는 교실 연구(최은정,

김영주, 2011; 이석란, 2009)를 바탕으로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대한 효

과를 조사하였으며 TOPIK을 이용한 문법 시험(임수진, 2008)이나 시간

제한이 없는 문법성 판단 시험(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에서 고쳐

말하기 이후 학습자의 문법적 정확성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어 습득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다음

과 같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뒷받침한다. 고쳐 말하기 피드백 이후 한국

어 학습자들은 피드백 전의 문법적 정확성보다 피드백 후의 문법적 정확

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 본고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합

형 고쳐 말하기 집단이나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 곧 고쳐 말하기 피

드백을 제공한 집단에서는 사전의 GJT 점수 평균과 비교하여 사후의

GJT 점수 평균이 각각 약 3.7점과 약 4.1점이 상승하였다. 반면 고쳐 말

하기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의 GJT 점수 평균과

비교하여 사후의 GJT 점수 평균이 약 0.6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수

향상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정하였을 때 피드백 집단에서는 사전

과 사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통제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는 문법적 정확성이

증가하지만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그간 한국어 습득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증명

하고자 하였던 선행 연구들(임수진, 2008; 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제2언어 교육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

에 대한 논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어 습득의 사례를 통해 제2언

어로서 목표어를 습득할 때에 교사가 제공하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목

표어의 정확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효과적이었던 데에는 실

험 환경이 한(Han, 2002)에서 말한 효과적인 피드백의 조건을 충족하였

기 때문일 수 있다.

한(Han, 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ESL 학습자 8명 중 4명에

게만 현재 및 과거 시제 일치(tense consistency)에 대한 고쳐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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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결과 고쳐 말하기를 제공 받은 학습자는 읽기 및 말하기 과제에

서 산출의 향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 동안 시제 일치를 더 잘

유지하였다. 그는 이러한 소규모 연구를 통해 개인적 관심, 일관된 초점,

발달의 준비도, 피드백 강도를 효과적인 고쳐 말하기의 조건으로 내세웠

다. 본 실험은 zoom을 통해 일대일로 대화자가 참여자에게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관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미 제

2언어 피드백 연구에서는 교실 연구와 실험 연구를 비교하면서 교실 연

구에서는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쳐 말하기가 암시적

인 성질을 지녀 그 효과가 낮다고 설명한 바 있다(Mackey & Goo,

2007; Lyster & Yang, 2010). 더불어 본 연구의 3개의 상호작용 과제에

서 참여자들은 연속적으로 피동사를 사용하여 말해야 했고 실험 연구의

특성상 대화자의 역할은 피드백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고 피드백 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의

참여자들의 숙달도 분포를 살펴보면 TOPIK 6급뿐 아니라 6급 이상이라

고 답한 고급 학습자들이 다수 분포하여 발달의 준비도도 매우 우수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실험 환

경의 조건이 한국어 습득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극대화

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1.2.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영향 요인

5.1.2.1. 피드백 유형

제2언어 교육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명시성을 높일수록 학습자들이

주목하기(noticing)가 쉽다고 알려져 있다(Ellis & Sheen, 2006; Loewen

& Philp, 2006). 주목이 중요한 이유는, 슈미트(Schmidt, 1990)의 말을 빌

리면, 교수자가 제공하는 입력을 흡수(intake)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피드백 제공 시 교수자의 수정적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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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주목할 때 학습이 일어난다. 따라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드백의 유형, 즉 피드백의 명시성 정도

가 피드백 연구에서 관심을 받았다.

제2언어 피드백 연구 중에서는 고쳐 말하기가 짧을수록, 고쳐 말한 발

화의 변화가 적을수록 주목이 쉽다거나(Philp, 2003; Egi, 2007), 강조

(stress)가 있고 평서문 억양에 여러 번의 대화이동이 있을수록 성공적인

반응을 예측하고 의문문 억양에 짧은 길이와 단일 변화가 정확성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Loewen & Philp, 2006). 한편 명시성이 높

은 피드백과 암시적인 피드백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다는 선

행 연구(Erlam & Loewen, 2010)도 있었다. 국내 선행 연구 중에서는 김

남형(2010)이 피드백 범위와 화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 단위 이하에 강

세와 상승 억양이 있을 때는 명시적 고쳐 말하기로, 절과 문장 단위에

화용적 강조가 없는 유형을 암시적 고쳐 말하기로 분류하여 실험한 결과

명시적 고쳐 말하기 집단의 사후 정확성이 더 향상되었다. 김서형(2019)

은 피드백 길이, 유형, 언어적 초점에 차별화를 두어 실험한 결과 고쳐

말하기가 짧을수록 주목이 용이하고 대체 유형이 오류와 수정 발화 차이

를 두드러지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고쳐 말하기가 한국어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 고쳐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집단 요인에서는 명시성이 높은 복합형

고쳐 말하기를 제공 받은 집단이 기본형 고쳐 말하기를 제공 받은 집단

보다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

반복과 고쳐 말하기로 이루어진 다우티와 바렐라(Doughty & Varela,

1998)의 수정적 고쳐 말하기(correctvie recast)를 복합형 고쳐 말하기로

설정하고, 화용적 강조가 없는 전체적 고쳐 말하기를 기본형 고쳐 말하

기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본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화 추정 방정

식(GEE)을 통해 피동에 대한 GJT 점수 향상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

과 집단 요인은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GJT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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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수 추정

값을 살펴본 결과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만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유의

미하였고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통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한국

어 피동 습득에 있어서 교수 효과가 있으나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상승

억양과 같은 장치를 통해 좀 더 명시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만 효

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는 명시적 고쳐 말

하기를 받은 집단이 암시적 고쳐 말하기를 받은 집단보다 사후 정확성이

더 향상되었던 김남형(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제2언어 교육에

서 보고된 연구 중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에서는 본 연구

와 동일하게 수정적 고쳐 말하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문법

성 판단에서 전통적인 암시적 유형의 고쳐 말하기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구 결과의 차이를 불러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조작적 정의의 차이이다. 연구마다 설정

된 피드백의 유형별 정의를 보면 본 연구의 기본형 고쳐 말하기와 김남

형(2010)에서 사용된 암시적 고쳐 말하기는 전통적인 고쳐 말하기로 화

용적인 강조가 없는 고쳐 말하기였던 반면,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에서는 상승 억양이 있는 고쳐 말하기를 사용하였다. 따라

서 명시성의 정도에서 볼 때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의 암

시적 피드백은 화용적 강조가 있어 본 연구와 김남형(2010)에서 정의한

고쳐 말하기보다는 명시적인 유형이었다. 따라서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에서 기술한 것처럼 명시성의 정도가 학습자의 피드백 인

식(awareness)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Erlam & Loewen, 2010: 896).

둘째, 연구 결과를 분석할 때 사용한 통계 방식의 차이이다. 알람과

로웬(Erlam & Loewen, 2010)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는데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Erlam &

Loewen, 2010: 890) 연구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데이터가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을 사용하였고 모수 추정값을 통해 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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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였으므로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과 통제 집단과의 차이만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합형 고쳐 말하기로서 수정적 고쳐

말하기가 한국어 피동 습득의 향상을 가져온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고쳐 말하기와 비교했을 때 오류 반복과 상승

억양이 더해진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슈미트

(Schmidt, 1990)가 말한 학습에 필요한 주목(noticing)의 가능성이 높아

졌다. 롱과 로빈슨(Long & Robinson, 1998)은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형태 초점(focus on form) 중의 주목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

다. 복합형 고쳐 말하기는 학습자의 주의를 이끌어 오류와 목표어의 간

극을 주목하도록 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둘째, 기본형 고쳐 말하기와

비교했을 때 피드백 대화이동(move)이 더 빈번하였다. 따라서 고쳐 말하

기를 통한 입력 제공뿐 아니라 오류 반복을 통해 산출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오류 수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래 전사 사례는 동일한

‘쫓기다’의 오류에 대한 대화자와 참여자 간의 대화이다.

(1)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전사 발췌

참여자6: 남자가 쫓혔, 쫓힜어요.

대화자: 쫓힜어요↗

참여자6: 쪼, 쫓...혀고 있어요.

대화자: 남자가 쫓겼어요.

참여자6: 쫓겼어요.

(2) 기본형 고쳐 말하기 집단의 전사 발췌

참여자4: 남자가, 주, 주, 쫓, 쯔, 쫓히...쫓히었어요.

대화자: 남자가...쫓겼어요.

참여자4: 쫓겼어요.

위의 전사본에서 복합형 고쳐 말하기를 받은 참여자6과 기본형 고쳐

말하기를 받은 참여자4 모두 마지막에 오류 수정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6은 대화자의 오류 반복 후 수정 기회를 한 번 제공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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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말하기 이후 수정 반응이 주목에 의한 것임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반면 참여자4는 단순 반복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쳐 말하

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반응이 단순 모방 또는 반복이라면 L2 발달과

큰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연구들(Mackey & Philip, 1998; McDonough

& Mackey, 2006)에 따르면 참여자4의 반응은 습득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합형 고쳐 말하기의 경우 오류 반

복을 통해 산출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대화이동 동안에 주목의

가능성을 높여 피동 습득에 있어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5.1.2.2. 언어 항목의 현저성(salience)

제2언어 교육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과 영향 요인에 대한 논의 가운

데에는 목표어의 구조가 현저할수록(salient) 고쳐 말하기 피드백 이후

형태 발달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다(Mackey, 2006; Iwashita, 2003). 이

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주목과 관련하여 목표어의 구조가 현저할 때에

해당 구조의 오류에 주의를 돌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목표어

의 구조가 더 알기 쉬운 구조일 때 오류에 대한 피드백 또한 알아차리기

가 쉬워 학습이 일어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

과를 실험한 언어들이 다양한 만큼 언어적 요인, 즉 어떤 목표어 구조에

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가 피드백 연구에

서 논의되었다.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인에 초점

을 맞추어 실행된 실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언어 내에서도 의문

문, 복수형, 과거 시제의 순서로 주목이 쉽다거나(Mackey, 2006) 일본어

처격-우선 구성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 고쳐 말하기가 ‘te-’ 형태 동

사 습득에서는 효과를 보이는 등(Iwashita, 2003) 현저한(salient) 목표

언어 구조에서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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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임수진(2008)이 조사 및 보조 용언 ‘-아/어 있다’

와 ‘-고 있다’의 구별을 목표어 구조로 삼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말하

기 시험에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가 있었으

나 보조 용언 구별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은하 외(2014)에서는 공변량

분석 결과 규칙의 복잡성과 관계없이 고쳐 말하기를 제공받은 집단이 통

제집단에 비해 높은 습득 수준을 보여, 단순 규칙인 존대 표현과 복잡한

규칙인 단형 사동에서 고쳐 말하기의 효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목표어 구조에 따라 고쳐 말하기의 효과

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어떤 한국어 항목을 습득할 것인지에 따라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쳐 말하기가 한국어 피동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 고쳐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언어적

요인에서는 피동의 의미에 따라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이는 동일한 문법 표현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이시다(Ishida, 2004)에서 일본어 미완료상 ‘–te

i-(ru)’에서도 진행상보다 결과상에서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크게 보고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위 가정에 대한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화 추

정 방정식(GEE)을 통해 사전과 사후의 GJT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모

형 효과 검정을 실시한 결과 피동 의미 요인이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동 의미 요인은 GJT 점수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였다. 모수 추정값을 살펴본 결과 이해 피동

과 자발 피동 간에는 GJT 점수 증가 폭에 차이가 있었으나 가능 피동과

자발 피동 간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

해 한국어 피동 습득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의 효과는 이해 피동에서 발

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임수진(2008)이나 이은하 외(2014)와 더불어

한국어라는 언어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피동’이라는 언어 구조에서 피드백 효과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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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이시다(Ishida, 2004)의 주장과 같이 동일한

목표어 구조 안에서도 피드백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작용한

다. 특히 이해 피동에서 피드백 효과가 나타났던 것은 제2언어 교육에서

의 피드백 논의를 빌려 이야기하면 이해 피동이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

동보다 현저한 의미였기 때문이다. 한국어 피동에서 이해 피동은 원형적

피동으로, 이해 피동이 갖는 [영향 입음]의 의미는 피동이 갖고 있는 언

어 보편적 의미이므로 학습자들은 형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

다. 본 연구의 RJT에서도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보다 이해 피동에서

참여자들의 의미 표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이해 피동이 좀 더 현저

한 의미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5.1.2.3. 숙달도

제2언어 교육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숙달도가 높을수록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연구들(Mackey & Philp, 1998; Ammar & Spada, 2006; Li,

2014; Philp, 2003)이 있다. 이는 한(Han, 2002)에서도 언급되었던 학습자

의 준비 또는 발달의 정도가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설명하면 숙

달도가 낮을 때에는 의사소통의 흐름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인

지적 자원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형태 초점으로서 피드백에 주의를 기

울이기가 어렵다. 이처럼 숙달도가 높을수록 피드백에 주목하기가 용이

한지는 피드백 연구에서 빈번하게 논의된 바 있다.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피드백 영향 요인으로서 숙달도를 다룬 실험

연구들을 살펴보면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는 고쳐 말하기가 결합된

상호작용이 영어 의문문 발달에 효과적이었다거나(Mackey & Philp,

1998), 영어 3인칭 소유 한정사 습득에서 프롬프트와 달리 고쳐 말하기

는 숙달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Ammar & Spada, 2006)가 있었다.

또한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메타언어 피드백이 효과적이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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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중국어 완료상 ‘–le’를 습득하는 데 고쳐 말하

기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Li, 2014)나 숙달도가 높아 입력에 더

친숙할 때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의한 영어 의문문 습득이 더 효과적이

었다는 연구(Philp, 2003) 또한 숙달도가 높을 때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국내 피드백 연구에서는 학습자 요인으로 언어적성(이은하 외,

2014), 작업기억 용량(안지은, 2012; 이은하 외, 2014), 학습 동기나 외국

어 불안(안지은, 2012))을 다루었으나 숙달도 요인은 고쳐 말하기 피드백

의 영향 요인으로서 고려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국외 선행 연구들을 바탕

으로 숙달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

었다.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습자 요인

으로서 숙달도의 경우 숙달도가 높은 집단이 숙달도가 낮은 집단보다 피

드백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실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 사전 GJT 시험의 점수에 따라 참여자들을

반분하여 숙달도 상 집단과 숙달도 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화 추정 방

정식(GEE)을 통해 사전과 사후의 GJT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모형 효

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숙달도 요인은 모형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모수 추정값을 분석한 결과 숙달도 상 집단과 숙달

도 하 집단 간에 GJT 점수 증가 폭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

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어 피동 습득에 있어서 고쳐 말하기 피

드백의 효과는 숙달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은 제2언어 교육의 고쳐 말하기 습득 효과

에서 숙달도 변인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Mackey & Philp, 1998; Ammar

& Spada, 2006; Li, 2014; Philp, 2003)과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Mackey & Philp, 1998; Ammar & Spada, 2006; Li, 2014; Philp,

2003)에서는 숙달도가 중급인 학습자와 고급인 학습자가 함께 고려되거

나 비교적 숙달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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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표본 데이터를 보면 TOPIK 6급과 6급 이

상인 학습자가 과반수가 넘었고 그 중에서도 6급 이상의 숙달도를 가진

학습자의 비율이 1/3 가량 되었다. 따라서 숙달도에 따라 점수를 반분하

여 숙달도 상 집단과 숙달도 하 집단을 나누었을 때 상 집단의 분산은

작은 반면 하 집단의 분산은 높아 표본 자체의 숙달도가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표집상의 문제로 인해 숙달도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 통계상으로는 숙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적 유의성을 획득하기 위해 표본 수를 늘린다

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5.2. 고쳐 말하기 피드백과 한국어 피동 습득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피동 습득

에 효과가 있다고 할 때 한국어 피동 습득에 있어 피동 지식과 의미 표

상의 양상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이해 피동, 가

능 피동, 그리고 자발 피동의 한국어 피동 의미에 따라 지식과 표상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의미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

는지와 관련한다. 나아가 고쳐 말하기 피드백 이후 피동 의미 표상이나

처리가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행 교육과정에서 가정하고 있는 형태

초점 중의 피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5.2.1. 한국어 피동 지식과 의미 표상

한국어교육에서 피동 지식과 의미 표상과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

은 피동을 산출할 때에 피동사가 아닌 타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정수민, 2010; 사마와디, 2011; 박은정, 2019). 이는

한국어에서는 피동으로 나타날 메시지를 피동이 아닌 능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모어의 영향과 관련하여 해석한 사마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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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번역한 의미에서 피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피동 맥락에서 피동 구조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모어에서 피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능이나

자발의 의미에서 학습자들은 피동 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낮게 보고되었

다(정해권, 2016; 김영신, 2020). 이는 종래에 한국어 학습자들의 피동문

산출에 대한 오류를 한국어 문장성분에 대한 지식의 부족(강새, 2018; 장

시아, 2019)이나 접미사 선택에 대한 지식 부족(전천, 2013)으로 해석하

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어 피동문의 유표적인 특성, 즉 의미 다양성과 학

습자의 인지 처리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복과 레벨트(Bock & Levelt, 1994)의 피동문 처

리 과정을 참고하여 피동문을 발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어휘

선택이라 보고 한국어의 형태적 피동에 한하여 피드백 제공 항목을 설정

하였다. 또한 하스펠마스(Haspelmath, 2003)의 의미 지도에서 재귀 표지

가 중간 기능(middle functions)을 담당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피동

표지가 가능과 자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주목하여 피동사의 의

미를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국내 선행

연구 가운데 L2 학습자들은 피동, 자발, 가능의 순서로 습득이 이루어진

다는 연구(정해권, 2016)와 중급 학습자들은 자발과 가능 피동의 의미 습

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연구(김영신, 2020)를 참고하여 피동의 의미에

따라 지식과 의미 표상이 상이하고 피드백에 영향을 받는 정도 또한 다

를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 피동, 자발 피동, 가능 피동의 순

서로 피동 지식이 발달하고 의미 표상이 뚜렷할 것이며 고쳐 말하기 피

드백 이후 이해 피동에서 향상의 정도가 클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

하여 피동 지식에 관한 실험에서는 GJT의 문항을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으로 나누었고, 피동 의미 표상에 관한 실험에서는 RJT를 제

작하여 의미 일치 조건(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과 의미 불일치

조건(이해 피동-가능 피동, 이해 피동-자발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

을 제시하여 각 조건에 대한 관련성 점수를 1-9로 매기도록 하였다. 만

일 본 연구의 가정이 옳다면 GJT 점수의 증가는 이해 피동, 자발 피동,

가능 피동의 순서로 클 것이며 RJT 점수에서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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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차이가 이해 피동, 자발 피동, 가능 피동의 순서로 클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동 지식

에 있어서 사전 대비 사후의 GJT 점수 평균의 증가 폭은 이해 피동, 자

발 피동, 가능 피동의 순서로 컸다. GEE를 통한 사전-사후 GJT 평균

점수 차에 대한 모형 효과 검정에서 피동 의미 요인이 유의했으며 모수

추정값에서 자발 피동과 이해 피동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자발 피동과

가능 피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해 피동에서만 고쳐 말

하기 피드백 이후 사전 대비 사후 지식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피동 의미 표상의 경우 RJT 평균 점수가 의미 일치 조건에서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의미 불일치

조건에서 이해 피동-자발 피동, 이해 피동-가능 피동, 가능 피동-자발

피동의 순서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RJT 점수에 대한 모형 효과

검정에서 피동 의미 요인이 유의하였고 모수 추정값에서 모든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와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의 순서로 의미

표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식 발달과 관련하여 이해 피동, 자발 피동,

가능 피동의 순서로 피동의 습득이 가장 어렵다고 주장한 정해권(2016)

이나 이해 피동보다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의 의미 습득이 어렵다고

주장한 김영신(20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의미 표상과 관련하

여서는 지식 발달과 의미 표상의 뚜렷함이 일치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 달리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의 순서로 의미 표상이 뚜

렷하였다. 의미 표상에서 지식 발달과 달리 가능 피동보다 자발 피동의

의미 표상이 뚜렷하지 않게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해 볼 여

지가 있다.

첫째, 실험에 사용된 문장의 표지 때문이다. 피동사의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RJT에서 피동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이해 피동에서

는 ‘-에게’나 ‘-에 의해’와 같은 동작주 표지를, 가능 피동에서는 ‘잘’이나

‘안’과 같은 부사를 문장에 삽입한 반면 자발 피동에서는 그러한 통사적

인 표지가 없었다. 따라서 자발 피동보다 이해 피동과 가능 피동이 의미

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수 있다. 둘째, 피험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어 모어 화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곽옥(2012)에 따르면 ‘보이다’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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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와 같은 감각동사는 주관성이 강해 중국어에서는 피동표현이 어색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 피동의 의미를 띠는 피동사는 중국어 모

어 화자에게 피동의 의미 범위 안에서 잘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중국어 모어 화자는 본 실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험자이기 때

문에 이들의 실험 결과가 전체적인 실험 결과의 경향성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5.2.2. 암시적 학습

현행 교육과정상 한국어교육에서는 피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가르치

고 있지 않으며 형태 초점 중에 자연스럽게 피동 의미에 주목하리라 전

제하고 있다(박민신, 2019).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문 오류에서 타

동사 대치 오류가 빈번한 것은 피동 학습 시 피동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

였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가능이나 자발과 같이 피동 표지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의미의 경우 사마와디(2011)의 주장처럼 모어에서 피

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한국어로 산출할 때에도 능동으로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피동 접미사가 갖는 의미적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피동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피

동 산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피동 사용 맥락 또는 한국어 피동문이 나타내는 의미에 관해서 제안

된 교수·학습 논의를 살펴보면 황주하(2011)나 김영일(2019)은 전형적인

피동문과 그렇지 않은 피동문의 분리 제시를 제안하였다. 이는 가능 피

동이나 자발 피동과 같이 전형에서 벗어나는 피동문은 의미뿐 아니라 동

작주 상정과 같은 통사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박민신

(2019)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피동 의미에 대한 지식의

파손을 지적하였고 손애화(2019)나 정해권(2016)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피동 표지의 다의적 기능에 대해 교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동 의미는 암시적 학습보다 명시적 학습을 통해 보다 잘 배

울 수 있는가? 제2언어 교육 연구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명시적/암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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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효과는 학습하려는 구조의 특성, 예컨대 절대적/확률적 적용

(Dekeyser, 1998)이나 복잡성/단순성(Kachinske et al., 2015)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동 의미에 대한 명시

적 교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현 교육과정에서 가정하고 있는 피

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가능한지를 간접적으로 시험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웠다. 첫

째, 형태 초점 중 피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가능하다면 고쳐 말

하기 이후 RJT 점수나 반응 시간은 사전 시험보다 사후 시험에서 의미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점수 차이가 커지고 반응 시간이 빨라질 것

이다. 또한 RJT 점수와 반응 시간에 있어 시간 요인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암시적 학습 가능성이 피동 의미에 따라 다르다면

원형적인 이해 피동이 다른 주변적인 의미의 피동보다 사전-사후의 RJT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의 점수 차가 가장 크고 반응 시간이 가장 빨라

질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동 의미 표

상과 관련한 연구 결과 처치 이후 피동에 대한 의미 일치 및 불일치 조

건에 상관없이 RJT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사전과 사후의 관련성

판단에 대한 경향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사전 대비 사후에 일치 조건에

서는 관련성 판단 점수가 증가하고 불일치 조건에서는 관련성 판단 점수

가 감소하였을 때 피동 의미에 대한 표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따른 의미 표상의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GEE 통계 검정 결과 RJT 점수에 있어서 시간

요인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또한 피동 의미 처리에 있어서는

GEE 결과 RJT의 반응 시간에 시간, 피동 의미, 집단의 상호작용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수 추정 결과 형태 초점이 없었던 통제 집

단에서 이해 피동과 관련한 피동 의미 처리의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피동 의미 표상에 있어 사전과 사후의 관련성 점수 경향이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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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것이나 모형 효과에서 시간 요인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고쳐 말하기 피드백 후 의미 표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곧 형태

초점 중의 피동 의미에 대한 표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

면 형태 초점 중의 피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불가능함을 내포한

다. 한편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

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오랜 기간 입력에 노

출되어 의미 표상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 표상의 변화가 일

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김영신(2020)은 숙달도가 고급일수록 피동의 의

미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동 의미에 대한 표

상이 뚜렷하지 않은 더 낮은 숙달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암시적 학습

의 가능성을 실험할 필요도 있다.

둘째, RJT 반응 시간에 있어서 통제 집단에서 이해 피동과 관련한 반

응 시간이 증가한 것은 이해 피동에 한해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거나 U

자형 발달 과정 중에 의미 처리에 대한 시간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통제 집단에 한해 나타난 것은 고쳐 말하기

를 제공 받는 집단은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피동 형태에 할당하였기 때

문에 처치 중 제공된 많은 입력을 통해 피동 의미에 대한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인지 자원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해 피

동에 한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해 피동이 언어 보편적인 의미

였기 때문이다. L2 형태통사 규칙 습득에 관한 실험에서 의도된 학습 조

건에서는 복잡한 규칙까지도, 우연적 학습 조건에서는 간단한 규칙만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Kachinske et al., 2015)을 고려하면 다른 피동 의

미보다 현저하고 이해가 쉬운 이해 피동에 한해서만 의미 지식의 암시적

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5.3. 교육적 함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제언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첫째, 제2언어 교실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습득 촉진을 위해 고쳐 말하

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수정적 피드백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

구에 앞서 사실상 그동안 많은 실험 연구들에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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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입증하였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았

다. 교수학적 관점에서 고쳐 말하기는 교사가 오류에 곧이어 정답을 말

해 준다는 속성으로 인해 현대 언어 교육에서 지향하는 과정 중심, 학습

자 중심 교육에 반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관행처럼 교사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학습자 중심 피드백, 즉 유

도, 반복, 명료화 요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수의 학

습자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자문에게 된다. 김호정, 정연희(2016)에서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희생(?)하고서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암시적 오류 수정 방법이 그에게 효과가 있을

까, 이 효과는 지속적일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된다(김호정, 정연희,

2016: 207)’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적인 고쳐 말하기는 학습자의 오류

를 상승 억양으로 반복한 후 학습자가 수정에 실패했을 시 고쳐 말해 주

는 방식으로 1) 교사가 오류 직후에 정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2) 상

승 억양을 통해 명시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3) 최

후에는 수정된 입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염려하는

교사의 지나친 개입은 방지하면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상호작용 속에서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사들

은 그간 교사 주도 피드백이라 여기고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웠던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보다 확신을 갖고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학습자 중심

피드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조건, 즉 고쳐 말하기를 사용하지 않

는 것과 비교하여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교사들은 명시적으로 피드

백을 제공하고 현저한 목표어 항목에 한해 활용해야 한다. 명시성을 높

인 고쳐 말하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본고의 실험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상승 억양이나 반복 등 학습자가 주목하기 용이한 형태로 고쳐 말하기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와 목표어의 간극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

록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저한 목표어 항목에 대해 제공한다는 것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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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준비도 또는 숙달도를 고려하여 오류 수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목표어 항목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쳐 말하기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때에 교사가 제공하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입력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 처리

를 촉진하고 산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때에 고쳐

말하기는 협상 동안 얻은 부정적 증거(negative feedback)로서 L2 발달

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어 피동을 교수할 때에는 피동의 [이해 입음], [가능], [자

발]과 같이 피동 접미사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한 명시적

인 교수가 필요하다. 피동의 지식 발달에 있어서 명시성을 높인 피드백

의 효과는 원형적인 이해 피동에서만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가능 피동

이나 자발 피동과 같이 유표적인 피동에 대해서는 나아가 메타언어 피드

백을 제공하는 등의 더 명시적인 교수가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는 형태 초점 중 자연스럽게 피동 의미에 대한 학습이 가

능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실제 실험에서는 형태 초점에 따른 피동 의미

표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암시적 학습은 환경 속 요소들 간의

공변인(covariance)의 패턴을 탐지하고 표상하는 과정(Reber, 2011)으로

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동 의미에 대해서 암시적 학습이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한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입력을 흡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목

이 필요한데(Schmidt, 1990) 피동 의미에 있어서는 명시적 교수를 통해

피동 의미에 주목하도록 교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피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배워 피동 의미에 대한 지식을 형성한다면 한국어에

서 피동으로 사용되어야 할 메시지를 학습자의 모어와 비교하여 능동문

으로 표현하거나 타동사를 사용하는 등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문장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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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제2언어 교육에서의 이

론적 배경과 개념, 유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한국

어 피동에 관한 국어학적, 언어유형론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고쳐 말하기

란 의사소통 맥락에서 교사가 하나 이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학습자 발화

의 전체나 일부분을 재형성하는 것으로서 제2언어 교사에 의해서는 수정

적 피드백으로, 교실 제2언어 습득에서는 형태 초점으로 다루어졌다. 고

쳐 말하기는 주목을 통해 형태 초점을 교육적으로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

으로서 전통적으로는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교실

연구에서는 암시적인 성질로 인해 주목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쳐

말하기의 범위나 의미 추가 여부, 화용적 특성, 형식, 길이 등을 조절하

여 명시성을 높일 경우 주목이 용이하다는 연구도 있었으며 언어적 요인

이나 학습자 내적 요인 등 영향 요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조사하되 반복이 포함된

복합형 고쳐 말하기와 기본형 고쳐 말하기로 나누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목표 구조의 특성과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하였다. 고쳐

말하기를 제공하는 목표 구조로서 한국어 피동은 학습자들이 원형적인

[이해]의 의미뿐 아니라 [가능]과 [자발]의 의미일 때에도 피동을 사용해

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타동사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피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동의 의미를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으

로 분류하여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한국어 피동 습득에 대한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조사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도구의 제작 및 실험 절차를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오류를 제시한 문헌을 분석

하여 빈출 피동사와 오류 유형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피동의 지식 발달 측정을 위해서는 시간제한이 없는 GJT를, 의

미 표상 측정을 위해서는 RJT를 선택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고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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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피드백이 제공되는 처치 과제는 그림을 묘사하거나 이야기를 완성

하는 의사소통 과제를 고안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설계한 연구 도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

로 고쳐 말하기 피드백에 따른 학습자의 피동 습득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피동 지식 발달과 관련하여 첫째, 사전 시험 대비 사후 시

험에서 GJT 점수의 향상은 고쳐 말하기를 제공받은 집단에 한해서 유의

미하였으며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이 피동 형태 습득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둘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집단 요인과 피동 의미 요인이 유의미하였으며 숙달도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집단 요인 가운데에서는 복합형 고쳐 말하기 집단

에 한해, 피동 의미 요인 중에서는 이해 피동에 한해 GJT 점수의 향상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고쳐 말하기가 피드백의 명시성

에 따라 그리고 목표 언어 항목의 현저성에 따라 형태 습득에 상이한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피동 의미 표상과 관련하여

첫째, RJT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동 의미 요인으로 시간, 집

단, 숙달도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시간과 집단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

다는 것은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동 의미에

대한 암시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피동 의미 요인에서는

6가지 의미 조건이 모두 관련성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해

피동, 가능 피동, 자발 피동 순서로 뚜렷한 표상을 보였다. 둘째, RJT 반

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 피동 의미, 집단의 상호작용 요인

이었으며 시간, 집단, 숙달도, 피동 의미 요인 단독적으로는 모두 유의미

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고쳐 말하기는 피동 의미 처리에도 영

향을 주지 않았고, 형태 초점 중 암시적 학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

었다. 상호작용 요인 중에서는 고쳐 말하기를 제공받지 않은 통제 집단

에서 이해 피동과 관련한 피동 의미 처리의 반응 시간이 증가하여 형태

초점이 없을 때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을 내

포한다.

연구사적으로 피드백 연구에서 본 연구는 피동이라는 새로운 목표 구

조에 대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를 탐구하였다는 점과 상승 억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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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복이 포함된 복합형 고쳐 말하기와 기본형 고쳐 말하기를 비교하

여 한국어교육에서 고쳐 말하기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다

는 데서 의의가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피동을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목

표 구조의 언어적 요인과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서 숙달도를 함께 고려하

였으며 다양한 영향 요인에 대해 통계 검증을 반복하지 않고 일반화 추

정 방정식(GEE)을 사용하여 제1종 오류(영가설이 참일 때 기각할 확률)

를 낮추고 단순 차이 검정에서 나아가 피드백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한국어 피동 습득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이 피동의 형태 습득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피동의 의미 측면에서 피동 습득을 탐구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어의 가능이나 자발 피동은 언어 보편

적인 피동 의미와 달리 언어권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의미로서

이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습득은 더디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다

른 피동 의미에 비해 가능이나 자발 피동에 대한 의미 표상이 잘 이루어

져 있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의미 습득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이해 피동을 제외하고 가능이나 자발의 의미에서는 형태 초점에 따른 지

식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 유표적인 피동 의미에 대해서

는 별도의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원형적인 의미의 이해

피동의 경우 명시성을 높여 고쳐 말하기를 제공하면 습득을 촉진할 수

있지만 가능 피동이나 자발 피동은 더 나아가 메타언어 피드백을 제공하

는 등의 방식을 통해 명시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 수집에 있어서 숙달도 요인과 학습자 모어 요

인이 잘 통제되지 못하고 고쳐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

들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남는다. 또한 즉각적인 사후 시험만으로

는 피동 습득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실제로 김남형(2010)에서는 장기적으로 명시적 고쳐 말하기 집단의 효과

가 감소했던 반면 암시적 고쳐 말하기 집단에서는 효과가 유지된 바 있

다. 마지막으로 실험 연구의 특성상 적은 수의 표본, 문항 유형, 그리고

문항 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교육 현장에 간접적으로만 시사점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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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표본 수집에 있어서 중급과 고급의 학습자의 비율을 맞추어 숙

달도를 고려하고 피험자의 국적을 일정 비율 이상 제한하여 학습자 모어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실험자들

이 6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가 많아 숙달도 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

를 불러오지 못했을 수 있고 중국어 모어 화자가 상당수 분포하여 학습

자 모어의 영향이 연구 결과에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

정 국적이나 특정 숙달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언어권과 숙달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표본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설명 변수로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입한 설명 변수 외에

도 그동안 제2언어 교육에서는 작업 기억과 언어 적성(Li et al., 2019),

불안(Sheen, 2008)과 같은 개인차 요인이나 과제 유형(Révész, 2009), 수

업 형태(Ellis et al., 2001; Lyster & Mori, 2006; Sheen, 2004), 교실 환

경(Yilmaz, 2012; Parlak & Ziegler, 2017)이 고쳐 말하기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쳐 말하기 효

과 모형에 고려하고 특정 변인을 통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때 더 설득

력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유지한 지연 사후 실험, 제2언어 교실에

바탕을 둔 양적 연구,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분석이 추가된 혼합 연구와

같이 발전된 형태의 피드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즉각적인 사후 실험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식 발달에 대한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 또는 피동의

의미 표상이 변화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또 본 연구에서

는 실험 설계로 대화자가 참여자에게 일대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기 때

문에 일관적이고 개인화된 초점으로 인해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Han, 2002).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실

연구에서 장기간의 피드백을 처치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거나 교실

담화를 실험에 반영하여 혼합 연구를 진행한다면 고쳐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교육 현장에 좀 더 타

당한 교육적 제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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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ecasts on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the passive voice. Recasts, the teacher’s reformation of

all or part of a student’s utterance, excluding errors are one way to

accomplish Focus on Form pedagogy and are a type of corrective

feedback used by SLA teachers. So far in SLA, the effects of recasts

have been debate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nature of

recasts, proficiency and target structure among various factors

influencing recast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Recasts can vary in

the extent of explicitness so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 group receiving mixed feedback, a group receiving single

recast feedback group, and a control group. Participants were also

split into a high proficiency group and a low proficiency group based

on pre-test scores. Finally for the target structure, the passiv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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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not been considered in previous KSL feedback studies, was

categorized into the affected passive, potential passive and

spontaneous passive.

The Korean passive voice is known as a difficult item to acquire

regardless of proficiency, and Korean learners frequently process

passive texts as active, leading to grammatical errors. As Korean

passive verbs contain various meanings such as affectedness,

potential, and spontaneity, Korean learners may lack the awareness to

use passive because there is no such variety in their L1. Still in KSL

education, the meaning of the passive voice is not taught explicitly,

and it is expected that learners will acquire the meaning naturally

while focusing on the form.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ed to

assess the effects of recasts to examine whether Focus on Form

instruction can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form as well as that of the

various semantic variations of the passive.

Fifty-seven participants were distributed into a mixed feedback

group, a single recast feedback group and a control group. An

interlocutor provided recasting during communicative tasks in Zoom.

Grammaticality judgment tasks(GJT) and semantic relatedness

judgment tasks(RJT) were used as measures to test the change in

participants’ knowledge of the passive and the extent of their

classification of passive meaning across two tasks.

Results showed that recasts were effective in developing

participants’ passive knowledge, improving GJT scores. In addition,

the explicitness of recasts and passive meaning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casts. However, recasts were not

found to be effective for acquisition of passive meaning, proving that

implicit learning of meaning during Focus on Form is not feasible.

However, increased RJT reaction time to the affected passiv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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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implies a potential for implicit learning in the absence

of Focus on Form instruction and if the target structure is salient.

Additionally, participants most successfully distinguished the meaning

of the affected passive, followed by that of the potential passive.

They had the most difficulty discerning the meaning of the

spontaneous passive.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is important as it explored the

effects of recasts of a new target structure, the passive voice,

considering various factors of recasts and proposed the conditions of

effective recasts applicable in the KSL classroom such as explicitness

and salience. Furthermore it is pedagogically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d the passive meanings and suggested the explicit instruction

of marked passive meaning in contrast with more prototypical and

language universal meanings.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s and

suggestions in this study may be used in KSL classrooms and as

reference to future L2 feedback studies historically and

methodologically.

Keywords : corrective feedback, Focus on Form, recast, Korean

passive meaning, implicit learning, grammaticality judgment

task, semantic relatedness judgm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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