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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3, 275-290.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the use of grammar learning strategies among EFL learners’ with varying 

proficiency levels according to grammatical test item. The meditating effect of 

indirect strategies on direct strategies and grammar proficiency was also 

examined. Data were analyzed from 178 respondents to a closed-question 

survey of grammar learning strategies. Test items referred to in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ammatical units: words, verb phrases, verbal phrases, and 

claus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level in the use of direct strategies; (2) at higher levels of proficiency, 

metacognitive strategi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roficiency; and (3) at 

higher levels, metacognitive strategies have a mediating effect on direct strategies 

and grammar proficiency in the area of verb phrases.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subsequently presented. (Kongju National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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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가 지배적인 관심을 받는 요즈음 외국어 학습에서 문

법에 관한 문제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폄하되거나 심지어 과제로만 대체되는 등 

교실 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문법 형식은 학습자가 다른 영역의 언어 기

술을 학습하면서 요행으로 알게 될 만큼 간단한 영역이 아니다(Cohen, 2011; 



276 ∙ Lee, Sanghee ‧ Jung, Yangsoo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3, 2022

Oxford et al., 2007). 학습자들도 문법 학습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법 지

도를 요구하고 있다(Bade, 2008; Farjami, 2011; Griffiths, 2010; McDonough, 2002). 

L2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의 관심이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

로 옮겨지고 있으나 문법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학습보다 교수자의 교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최고의 교수법이 

있다 하더라도 학습이란 궁극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학습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문법 교수 

외에도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전략과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함(Cohen, 2011; Griffiths, 2010; Oxford et 

al., 2007)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교수자들은 학습자들

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Griffiths, 2010).

언어학습전략은 언어 지식을 이해, 학습, 기억하기 위하여 학습자에 의해 의식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되는 일련의 학습

방법이자 행동 양식이다(Oxford, 2017).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는 전략의 분류, 요인, 전략과 성취도와의 관계, 전략 훈련 

등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듣기, 어휘 등 언어 기술의 학습에 사용되는 전략에까지 그 관심 분야가 확대되어 

학습전략이 학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학습전략은 세분된 외국어 학습 전반의 영

역에 적용되어 언어학습 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되었으나 문법 학습전략은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있다(Anderson, 2005; Cohen, 2011; Oxford et al., 2007; Pawlak, 2009).

문법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Abri et al., 2017; Alsied et al., 2018; Azizmohammadi and 

Barjesteh, 2020; Ghannam, 2019; Supakorn et al., 2018), 학습자 변인에 따른 전략 사용의 차이(김남희 ‧ 정미애, 2019; 

류란 ․ 황선유, 2009; Abri et al., 2017; Supakorn et al., 2018), 전략 사용과 문법 성취도 간의 관계(Azizmohammadi and 

Barjesteh, 2020; Pawlak, 2009; Supakorn et al., 2018; Tilfarlioglu, 2005) 등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 성

취도란 문법 평가 전체를 다루고 있을 뿐, 문법시험 문항 유형별 성취도와 전략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Oxford(1990)가 기억, 인지, 보상 등의 직접전략과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등의 간접전략으로 분류한 

학습전략 여섯 하위 범주 각각의 전략들에 대한 횡렬 적 나열에 따라 그 사용과 효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의 

관계와 역할, 즉 직접전략이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간접전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 평가문항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문법전략이 학습자들의 수준별 차이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직접전략이 문법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접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수준별 EFL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전략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과 문항 유형별 문법 성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간접전략은 직접전략이 문법 유형별 문법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2. 선행 연구

2.1 언어 학습전략과 문법 학습 

언어 학습전략이란 학습자들이 그들의 언어학습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된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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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ths, 2008), 언어 학습과업을 잘 수행하고, 언어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사고와 행동이다(Oxford, 2017).

Oxford(1990)는 언어 학습전략에 대하여 언어학습에서 직접 수행되는 직접전략과 언어학습을 간접적으로 돕는 간접전략으

로 분류하였다. 직접전략에는 새로운 언어 정보를 암기하고자 하는 기억전략,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지전략, 현재 부족한 

외국어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완하고자 사용하는 보상전략 등이 있다. 간접전략에는 학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초인지 전략, 학습 불안 등 정서적 요인을 조절하고자 하는 정의적 전략,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전

략 등이 있다. 하위 범주(예컨대 기억전략과 인지전략)에 속한 개별 전략이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Dörnyei, 2005), 

Oxford의 언어 학습전략 목록(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전략 목록이다. 

Anderson(2005)은 학습자의 의식적인 자각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되는 학습전략이 하나의 개별 전략으로

만 고립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하나 이상의 전략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때 사용

되는 전략들이 각각의 전략으로 식별된다고 해서 그 전략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L2 학습을 위하여 초인지 전략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어왔다. Anderson(2005)은 학습자가 다른 전략

들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학습을 조절, 통제,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언어 습득이 더 빨라질 수 있으

므로 초인지 전략이 학습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Cohen(2011)도 훌륭한 언어 학습자들은 그들이 목

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초인지 전략들을 잘 사용할 줄 안다고 하였다. 

Griffiths(2010)는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Oxford(1990)의 SILL을 이용한 설문 조사 후, 국적, 성별, 나이, 성격, 학습 

목적 등 개인 변인이 다르지만, 성취도, 학습 동기, 학습에의 집중도 등이 높은 두 학습자를 선별하여 심층 면접을 하였다. 

이 성공적인 두 학습자는 고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 중 초인지 전략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 학습 전반의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어휘 등 세분된 영역에 적용되어 언어학습 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확장되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L2 학습에서 문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Ellis, 2006), 문법 

학습전략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되어왔다(Anderson, 2005; Cohen, 2011; Oxford et al., 2007; Pawlak, 

2009). 아무리 최고의 교수자와 교수법이 있다 하더라도 학습이 되고 있는지는 전적으로 주체자인 학습자에게 달려 있

으므로(Griffiths, 2010; Oxford et al., 2007)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문법

을 어떻게 학습하고 수행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 학습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Cohen, 2011).

문법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에 관하여, 외국어를 공부하는 성인 영어 원어민 화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McDonough(2002)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하여 81%의 학습자가 문법 연습의 유용성이라고 답하였

다. Bade(2008)는 다른 언어 영역의 교수 이전에 선행되지만 않는다면 문법 교수는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만이 아니

라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Griffiths(2010)의 성공적인 학습자 중 한 명은 심층 면접을 통해 문법 공부에 하루 두세 

시간을 할애한다고 밝히고 있다. Farjami(2011)는 문법이 언어 기술과 언어 숙달도의 발달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에 관심이 있으며 문맥을 통한 직접적인 문법 지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효율적인 문법 학습이 학습자가 언어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

로 문법은 외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Ellis, 2006). 학습자들은 문법을 학습할 때 문법의 숙달도를 강화하

고자 하는 목적과 언어의 학습과 사용을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는 학

습전략이 학습의 과정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Griffiths, 2008; Oxford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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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법 학습전략

문법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 방향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분석, 학습자 변인과 전략 사용의 관계, 전략 사용과 문

법 성취도 간의 관계 등으로 분류된다. 학습자의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로, Alsied 외(2018)의 리비아 대학생들은 기억, 

초인지, 인지, 사회-정의적 전략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Azizmohammadi와 Barjesteh(2020)에서는 이란의 중급 수

준의 EFL 학습자가 인지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상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Ghannam(2019)에서는 외

국어를 학습하는 영국 대학생 중 하위 수준 학습자들이 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 전략이나 정의적 전략은 많

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국과 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pakorn 외(2018)에서는 보상전략이 수준과 상관없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이었으며 정의적 전략이 가장 적게 사용된 전략이었다. 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bri 외

(2017)에서는 초인지, 인지, 사회-정의적 전략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직접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간접 전략 중에는 초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상전략은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적게 사용되기도 하는 등 학습자에 따라 사용에 기복이 있었다. 이처럼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등 연구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적게 사용하는 전략으로 언급되는 전략

은 대체로 사회적, 정의적 전략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 변인과 전략 사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Supakorn 외(2018)에서는 사회적 전략과 정의적 전략에서 학

습자의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전략의 경우 태국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본인보다 더 잘하는 학습자에게 의지

하는 경향이 중국 학습자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격려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등의 정의적 전략도 태국 학

습자들이 중국 학습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정의적 전략은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성취도를 학습자의 변인으로 한 연구 중에 Abri 외(2017)는 초인지 전략이 상, 하위 학습자 간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남희와 정미애(2019)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

업에서의 상, 중, 하위 학습자의 전략 사용을 비교한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교실 수업에서는 

인지전략을 상위 학습자가 하위 학습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학습자의 수준별 전략 사용의 차이를 연구하는 목적은 

상위 학습자의 전략 사용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위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하위 학습자에게 소개하고 훈련시켜 하위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류란과 황선유(2009)는 명시적 문법 지도 후 수준별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초급 학습자들이 중급 학습자보다 더 다양한 전략의 사용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문법 성취도와 그들이 사용한 문법 학습전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Supakorn 외(2018)의 연

구와 Azizmohammadi와 Barjesteh(2020)의 연구에서 인지,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전략 등이 문법 점수와 모두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ilfarlioglu(2005)에서는 터키 대학생의 상위와 하위 학습자의 전략 사용이 거의 비슷

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준과 전략 사용간 관계가 없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하여 Tilfarlioglu는 하위 학

습자의 과업에 맞는 적절한 전략 사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Pawlak(2009)의 영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통적 문법 교수 학습방법에 가까운 명시적이면서 연역적인(explicit deductive)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

과 문법 성취도 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명시적 귀납적(explicit inductive) 전략과 암시적(implicit) 학습전략의 

사용과 문법 성취도 간에는 상위, 하위 수준 집단 모두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문법 학습전략의 분석, 학습자 변인별 전략 사용의 차이, 문법 성취도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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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Anderson(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략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데 이 

전략 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략 사용 및 성취도 수준별 사용 전략의 차이, 문법 

문항별 성취도와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선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 더 나아가 직접전략이 문법 문항별 성

취도에 영향을 미칠 때 간접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충청권 A대학(112명, 62.9%)과 B대학(66명, 37.1%)에서 교양영어로 토익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대학 강의 모두 2학점으로 같은 시수 동안 같은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다양한 

전공의 1학년 109명(61.2%)과 2학년 69명(38.8%)이었으며 남학생이 77명(43.3%), 여학생이 101명(56.7%)이었다. 토

익 수업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참여자가 100명(56.2.7%)이었고 16명(9%)만이 토익 시험을 본 경험이 있었으며 점

수는 300점 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0점 대 3명, 500점 대 1명, 700점 대 1명, 900점 대 1명이었다. TOEIC Part 5 형

식의 문법시험 결과, 60점 만점에서 평균이 34.38점(최고 60점, 최저 11점, 중위수 34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35점 이상 

88명을 상위 집단, 34점 이하 90명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2 연구 도구 

3.2.1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법 학습전략 설문지는 장소영과 이성영(2013)의 설문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된 것이다. 이들

은 Oxford(1990)의 SILL 문항 중 문법 학습에 관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말하기, 듣기, 

쓰기와 연관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였다. 또한,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전략 등 하위 범주로 분류되는 개

별 문항 중 기억과 인지 또는 기억과 초인지 등 두 개의 범주에 중복되는 문항(Dörnyei, 2005)은 제외하고 류란과 황선유

(2009)에서 보상전략 한 문항(10번)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에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체 20문항의 

Cronbach α는 0.968로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범주별 문항 수 및 신뢰도 

범주 문항수 Cronbach α

직접전략

기억 3 0.868

인지 4 0.918

보상 3 0.879

간접전략

초인지 3 0.855

정의적 4 0.843

사회적 3 0.770

전체 20 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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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문법 평가 도구 

문법 성취도 검사를 위하여 수업에서 사용된 교재1)를 참조하여 TOEIC 형식의 문제로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시험시간

은 50분이었다. 시험 문항은 신뢰도 Cronbach α가 0.920으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의 형태와 종류, 

수일치, 시제, 태,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위 접속사, 상관접속사, 종속절 접속사(명사절, 부사절, 관계절) 등에 관한 것

이었다. 각 문항은 품사, 동사구, 준동사 구, 접속사와 절 등 문법 단위별로 분류하였으며 각 문법 단위 분류에 따른 문항 

수와 문항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문법 단위 별 문항 분류 

분류 문항 수 문법 내용 Cronbach α

품사 23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0.838 

동사구 9 동사의 형태와 종류, 수일치, 시제, 태 0.628 

준동사구 14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0.716 

접속사와 절 14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절 접속사(명사절, 부사절, 관계절) 0.764 

전체 60 0.920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문법 성취도 점수에 대한 독립 t 검정 결과, 총점 및 품사, 동사구, 준동사구, 접속사와 절 등 

각 문법 범주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상, 하위 학습자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3.3 자료 분석

SPSS ver. 28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전반적인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패턴을 알아보고자 기술 통계 분석을 하고 수준별 

전략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 t 검정을 시행하였다. 문항별 문법 성취도와 문법 학습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상관관계가 있는 문법 학습전략(독립변인)에 따른 하위 범주의 문법 문항(종속변인)에의 영향

을 살펴보고자 단순 회귀 분석을 하였다. 직접전략과 문법 성취도 사이의 간접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

증(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학습자 수준에 따른 문법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 

전체 연구 참여자의 문법 학습전략 사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1) YBM English Basics Plus(YBM 편집부, 2019a), YBM English Basics(YBM 편집부,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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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법 학습전략 사용

범주 전략 M SD

기억

1.영어 문법 향상을 위하여 단어나 숙어 및 표현을 암기한다. 3.49 0.95 

2.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복습한다. 3.43 0.88 

3.새로 배운 것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생각한다. 3.64 0.94 

인지

4.배운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3.53 0.92 

5.영어 문법을 배울 때 새로운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 3.57 0.98 

6.중요한 문법 내용을 밑줄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시하면서 공부한다. 3.61 0.93 

7.문법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경우 틀린 이유를 찾아본다. 3.59 0.96 

보상

8.잘 모르는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3.56 0.92 

9.영어 문법을 잘 모를 때 앞뒤 문맥이나 문장의 내용을 보고 문법 사항을 추측해 본다. 3.65 0.92 

10.원하는 문장구조가 생각나지 않으면 똑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문장구조를 사용한다. 3.35 0.96 

초인지

11.수업시간에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다. 3.53 0.88 

12.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문법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3.65 0.93 

13.영어 문법 지식이 읽기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57 0.98 

정의적

14.문법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나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3.75 0.93 

15.잘 모르는 단어나 구문이 있어도 나중에 이해가 될 것이므로 너무 조바심내지 않는다. 3.47 0.96 

16.영어 문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80 1.18 

17.영어 문장들을 나의 영어 문법 지식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 3.23 1.05 

사회적

18.모르는 문법 문제가 나오면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청한다. 3.43 1.08 

19.이해가 가지 않는 문법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질문하기도 한다. 3.27 1.20 

20.선생님의 문법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3.23 0.95 

평균이 3.5 이상인 전략2) 들을 살펴보면,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은 모든 문항, 보상전략은 2문항(문항 8, 문항 

9), 기억전략 (문항 3)과 정의적 전략(문항14)은 각 1문항씩이다. 사회적 전략의 경우 모든 문항이 3.5 이하로 6개의 

하위 범주 전략 중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Abri et al., 2017; Alsied et al., 2018; Ghannam, 2019). 개

별 문항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은 정의적 전략의 문항 14(M=3.75)와 문항 

16(M=2.80)이다. 학습자들이 문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법 실력에 향상되었을 때 뿌듯하게 생각하

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 <표 4>와 같이 수준별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 추이를 사용 순위를 통해 살펴보면, 상위 수준의 경우 평균이 

3.5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인지, 보상, 기억, 초인지 전략 등 4개의 전략인 데 반해 하위 수준에서는 초인지 

전략(M=3.52)만이 3.5 이상으로 나타났고 상위 학습자의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초인지 전략 (M=3.65)보다도 낮

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위 학습자가 하위 학습자보다 다양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한 

Cohen(2011) 및 Griffiths(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 Oxford(1990)의 SILL에서 설문 평가 문항의 평균이 3.5 이상이면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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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준별 문법 학습전략 사용 순위

순위 
상위 하위

전략 N M SD 전략 N M SD

1 인지 88 3.72 0.83 초인지 90 3.52 0.86 

2 보상 88 3.67 0.82 인지 90 3.44 0.85 

3 기억 88 3.65 0.81 기억 90 3.40 0.81 

4 초인지 88 3.65 0.83 보상 90 3.37 0.83 

5 정의적 88 3.41 0.80 사회적 90 3.33 0.97 

6 사회적 88 3.30 0.82 정의적 90 3.22 0.90 

두 수준 모두 정의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인데 상위 집단은 사회적 전략, 하위 집단은 정의

적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전략의 경우 정의적 전략과 같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

우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인데(Bai, 2018), 위의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은 문법에 자신이 없으므로 사회적 전

략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Abri et al., 2017; Alsied et al., 2018; Ghannam, 2019). 정의적 전략의 사용

이 저조한 것은 하위 학습자들의 동기부여 결여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하여 문법 학습 동안 학습자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주목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데에 소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Abri et al., 2017; Alsied et al., 2018; Azizmohammadi and 

Barjesteh, 2020; Ghannam, 2019). 그러나 Oxford(1990)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이 언어학습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집단의 문법 학습전략 사용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독립 t 검정 결과는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문법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범주별 문법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

범주 별 전략 수준 N M SD df t p

기억
상위 88 3.65 0.81 

176 2.042 0.043* 
하위 90 3.40 0.81 

인지
상위 88 3.72 0.83 

176 2.220 0.028* 
하위 90 3.44 0.85 

보상
상위 88 3.67 0.82 

176 2.422 0.016* 
하위 90 3.37 0.83 

초인지
상위 88 3.62 0.81 

176 1.276 0.204 
하위 90 3.46 0.85 

정의적
상위 88 3.41 0.80 

176 1.486 0.139 
하위 90 3.22 0.90 

사회적
상위 88 3.30 0.82 

176 -0.229 0.819 
하위 90 3.33 0.9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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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를 살펴보면, 기억, 인지, 보상전략 등 직접전략의 사용에서 두 수준의 전략 사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다른 전략들에서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초인지 전략에서만 차이를 나타냈던 Abri 외(2017)의 결과

에 상치되는 결과로 위<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수준에서만 기억, 인지, 보상전략은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었

고, 초인지 전략은 두 수준 모두 많이 사용하였으며 정의적, 사회적 전략은 두 수준 모두에서 적게 사용하는 전략이었던 

결과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로써 ‘문법 학습의 중요성’(문항12)을 알고 있고 ‘문법 지식이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문항13)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하위 학습자에게 언어학습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학습전략인 기억, 인지, 보상전략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훈련 시킬 필요가 있다(Tilfarlioglu, 

2005).

다음 <표 6>은 구체적인 설문 문항에 대하여 전략 사용의 수준별 차이를 보여준다. ‘영어 문법 향상을 위한 단어 숙

어 표현 암기’(문항 1)의 기억전략, ‘새로운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연결’(문항 5), ‘ 틀린 문법 문제의 틀린 이유 찾

기’(문항 7) 등의 인지전략, ‘잘 모르는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추측’(문항 8), ‘문맥 또는 문장의 내용을 보고 문법 

사항 추측’(문항 9) 등의 보상전략 등에서 유의미한 사용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보상전략에 대하여, Oxford(1990)

는 문법이나 어휘 지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보상전략이야말로 초, 중급 학

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전략을 하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고 훈련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 6. 문법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범주별 문법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

범주 전략 수준 N M SD df t p

기억 1. 영어 문법 향상을 위한 단어, 숙어, 표현 암기
상위 88 3.66 0.90 

176 2.325 0.021*
하위 90 3.33 0.97 

인지 5. 새로운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연결
상위 88 3.72 0.95 

176 2.018 0.045*
하위 90 3.42 0.99 

인지 7. 틀린 문법 문제의 틀린 이유 찾기
상위 88 3.75 0.94 

176 2.225 0.027* 
하위 90 3.43 0.96 

보상 8. 잘 모르는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추측
상위 88 3.75 0.93 

176 2.748 0.007** 
하위 90 3.38 0.88 

보상 9. 문맥 또는 문장의 내용을 보고 문법 사항 추측 
상위 88 3.84 0.90 

176 2.861 0.005** 
하위 90 3.46 0.90 

*p < .05, **p < .01 

4.2 문법 학습전략과 문법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과 문법 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이 하위 

학습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상위 수준 학습자가 사용하는 문법 학습전략은 초인지 전략과 문법 성취도 총

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전략 모두와 상관관계를 보여준 Supakorn 외

(2018)와 Azizmohammadi와 Barjesteh(2020)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284 ∙ Lee, Sanghee ‧ Jung, Yangsoo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3, 2022

표 7. 수준별 문법 학습전략과 문법 성취도의 상관관계

상위 (N=88) 하위 (N=90)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문법 점수 .161 .199 .192 .213* .177 -.090 -.035 .062 .037 .039 -.027 -.042

*p < .05

이와 같은 결과로 상위 집단의 문법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초인지 전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다

음 <표 8>과 같이 유의미한 회귀식(F = 4.069, p=0.047)을 얻었다. 이로써 초인지 전략의 사용이 상위 집단의 문법 점수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상위 집단의 문법 성취도 점수에 대한 문법 전략 별 기여도 – 초인지 전략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p F Adjusted R² 
B SE

(상수) 37.654 3.563 　 10.567 0.000 4.069* 0.034 

초인지 1.940 0.962 0.213 2.017 0.047* 

*p < .05

두 집단이 사용하는 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 다음 <표 9>와 같이 수준과 상관없이 기억, 인지, 보

상 등 직접전략과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등 간접전략의 모든 전략이 서로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p < .01)를 보였다. 

표 9. 수준별 직접전략과 간접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상위 (N=88) 하위 (N=90)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기억 1 .915** .919** .857** .797** .555** 1 .834** .822** .872** .775** .777**

인지 　 1 .890** .851** .738** .575** 　 1 .890** .913** .806** .781**

보상 　 1 .818** .792** .621** 　 1 .899** .843** .768**

초인지 　 1 .867** .520** 　 1 .840** .852**

정의적 　 1 .592** 　 1 .849**

사회적 　 1 　 1

**p < .01 

이러한 결과로 직접전략의 문법 전체 문항 성취도와의 관계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전략이 유기적으

로 작용하고 있고(Anderson, 2005), 초인지 전략이 성공적인 학습자가 잘 사용하는 전략(Anderson, 2005; Cohen, 2011; 

Griffiths, 2010)으로 상위 학습자의 전체 문법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시험 문항별로 문법 학습전략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문법시험 총점과의 상관분석 결과

와 같이 문항별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하위 집단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집단에서는 동사구 문항과 기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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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전략 등 5개의 전략과 유의확률이 0.01 이하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동사구 문항과는 인지, 보상, 정의적 전략 등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하의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0. 수준별 하위 범주 문법 학습전략과 문법 범주별 점수의 상관관계

상위 (N=88) 하위 (N=90)

문법 문항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기억 인지 보상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품사 .130 .144 .155 .102 .097 -.119 -.029 .035 -.001 -.023 -.083 -.100

동사구 .311** .311** .302** .382** .300** .021 -.060 .026 .054 .053 -.018 -.019

준동사구 .175 .216* .213* .201 .234* .077 .016 .089 .085 .055 .110 .117

접속사 -.053 .002 -.023 .052 -.018 -.201 -.032 .019 -.012 .056 -.044 .066

*p < .05, **p < .01 

4.3 직접전략과 문항별 문법 성취도 간 간접전략의 매개효과 

상위 집단에서 동사구 문항의 결과와 준동사구 문항의 결과가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전략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표 10> 참조), 각 전략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표 9> 참조)에 따라 간접전략이 두 문항 유

형과 직접전략 간에 매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회귀 분석은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하고 (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

의미하게 예측해야 하며 (3) 독립변인에 매개변인을 포함시켜 회귀 분석을 할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

측해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1)보다 감소하거나(부분 매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면(완전 매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표준화된 계수(B)와 표

준화 오류 (SE)를 통해 검증하는 Sobel 검증(Sobel, 1982)을 활용한다. 

4.3.1 초인지 전략의 매개효과

다음 <표 11>은 종속변인인 동사구 문항과 상관관계가 있는 기억, 인지, 보상 등 직접전략을 독립변인으로, 간접

전략 중 상관관계가 있는 초인지 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한 3단계 매개효과 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11. 상위 집단의 직접 전략과 동사구 문항 점수 간 초인지 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p F Adjusted R² 

1단계 

독립 → 종속
직접전략 동사구 문항 0.220 0.319 3.117 0.002 0.002 ** 9.716** 0.091 

2단계 

독립 → 매개
직접전략 초인지 전략 0.880 0.054 0.870 16.356 0.000*** 267.503 *** 0.754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직접전략
동사구 문항

-0.122 0.436 -0.057 -0.279 0.781 
7.312 ** 0.127 

초인지 전략 0.916 0.431 0.431 2.124 0.037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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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1>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직접전략의 예측력에 대하여 동사구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한 1단계 회귀 분석 결

과(β = 3.117, p < .01)와 매개변인인 초인지 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한 2단계 회귀 분석 결과(β = 0.870, p < .001)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직접전략(독립변인)의 β 값이 –0.057로 1단계보다 감소하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으며(p = 0.781) 초인지 전략(매개변인)의 유의확률이 0.037( p < .05)로 나타남에 따라 초인지 전략은 

직접전략이 동사구 문항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력(R²)도 유의도 0.01 수준에서 12.7%로 1단계 9.1%보다 증가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Sobel(1982)의 Z 공식에 의하면, Z값이 p < .05 수준에서 산출된 

임계치 1.96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Sobel 검정 결과 Z값은 2.107( p = 0.035)로 매개

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3.2 정의적 전략의 매개효과 

정의적 전략이 동사구 문항과 준동사구 문항에 각 상관관계가 있는 직접전략이 영향을 줄 때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12>는 동사구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직접전략을 독립변

인으로, 정의적 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3단계

에서 매개변인인 정의적 전략의 유의확률이 0.460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의적 전략은 직접전략과 동사구 문항 간의 관계

에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상위 집단의 직접전략과 동사구 문항 점수 간 정의적 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p F Adjusted R² 

1단계

독립 → 종속
직접전략 동사구 문항 0.684 0.220 0.319 3.117 0.002** 9.716** 0.091 

2단계

독립 → 매개
직접전략 정의적 전략 0.799 0.065 0.797 12.218 0.000*** 149.273 *** 0.630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직접전략
동사구 문항

0.469 0.364 0.218 1.288 0.201 
5.108 ** 0.086 

정의적 전략 0.270 0.363 0.126 0.743 0.460 

*p < .05, **p < .01, ***p < .001

다음 <표 13>은 종속변인인 준동사구 문항과 상관관계가 있는 직접전략 중 인지전략과 보상전략의 평균값을 독립변

인으로, 간접전략중 상관관계가 있는 정의적 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한 3단계 매개효과 회귀 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 역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지만 3단계에서 회귀식이 생성되지 않고(F=2.643) 매개변인인 정의적 전략

의 유의도 또한 0.350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의적 전략은 인지 및 보상전략과 준동사 구의 문항 결과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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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상위 집단의 인지, 보상전략과 준동사구 문항 점수 간 정의적 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p F Adjusted R² 

1단계

독립 → 종속
인지&보상 준동사구 문항 0.655 0.312 0.221 2.100 0.039 * 4.409 * 0.038 

2단계

독립 → 매개
인지&보상 정의적 전략 0.777 0.067 0.782 11.641 0.000 *** 135.516 *** 0.607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인지&보상 
준동사구 문항

0.287 0.501 0.097 0.573 0.568 
2.643 0.036 

정의적 전략 0.474 0.504 0.159 0.939 0.350 

*p < .05, **p < .01, ***p < .001

이로써 기억, 인지, 보상 등 직접전략은 문법 성취도 중 동사구 문항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이때 간접전략 중 초인지 

전략은 두 변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훌륭한 언어 학습자가 초인지 전략을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는 연구(Anderson, 2005; Cohen, 2011; Griffiths, 2010)의 결과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자의 문법 학습전략을 사용 시 직접전략이 문항별 문법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때 간접전략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전략과 학습자 수준 및 

문법 성취도 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습자들은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사회적 전략은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문법에 자신은 없지만, 문법향상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상위 수준의 학습자는 인지전략을, 하위 수준의 

학습자는 초인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전략과 정의적 전략은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문법 학습전략 사용의 수준별 차이를 보면 기억, 인지, 보상전략 등 직접전략의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하위 학습자는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과 문법 성취도와의 어떤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상위 학습자의 경우, 

전체 문법 성취도와 초인지 전략간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초인지 전략이 문법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문법 성취도로 세분하여 들여다보면, 동사구 문법 단위에 기억, 인지, 보상 등 직접전략과 간접전략 중 

초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이 상관관계가 있었고 준동사구 문법 단위에 인지, 보상전략과 정의적 전략이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셋째, 직접전략과 문항별 문법 성취도 간의 간접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상관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전략과 

문법 문항별 문법 성취도에 관해 3단계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접전략 중 초인지 전략은 직접전략이 동사구 문법 단

위의 문법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위 학습자가 하위 학습자보다 더 많은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ohen, 2011). 특히 상위 학습자의 경우 직접 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한 초인지 전략은 하위 학습

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상위 학습자와 그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이는 하위 학습자가 전략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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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으로(Griffiths, 2010) 하위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더 많은 관심과 올바른 전략 사용의 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다(Tilfarlioglu, 2005). 이에 전략의 소개와 지도를 포함한 문법 교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방

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째, 강의 초반에 현재 학습자가 알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학습자 수준, 학습자의 요구사항(needs) 등을 점

검한 후 학습자에게 알맞은 전략을 소개해야 한다. 이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의 실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면 교수자는 수업 목적에 맞는 수업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Oxford(1990)의 SILL과 같은 문법 학습전략 목록의 개별적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 활동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학

습과업을 부여한 후 학습자가 과업 수행 후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한, 동료와 함께 집단 학습 활동을 통해 함께 과업을 완수하게 하거나, 교수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정규적으로 할당하

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사회적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업 설계를 하였다면 실제로 학습자가 전략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억, 인지, 보상 등과 같은 직접전

략은 적용하기가 더 수월하므로 먼저 훈련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직접전략에서 수준별 사용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만큼 하위 학습자에게 기억, 인지, 보상전략의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 간접전략은 상호작용이 필요하여 더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암시적(implicit)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서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다면 학습자가 간접전략을 훈련할 기회는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 개선하여 더 나은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학습 수행은 학

습자의 성취도 발달과정의 지표가 되므로 신뢰도 있는 성취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학기 마지막에 학습자에게 

강의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받아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학습전략 활용 

교수법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절차이다. 또한, 해당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은 그 이후의 교수법 개선에 

도움이 되며 전략 사용의 방법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수준별 전략 사용과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선험연구와 비교 분석하고 간접전략이 

직접전략의 성취도에의 영향에 매개하는지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폐쇄형 설문 조사 결과에 

의존하여 통계적 자료로 한정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적게 사용하는 정의적 전략이나 사회적 전략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추론에 머무르고 학습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

었다. 앞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면서 후속 연구로 문법 학습전략의 교수 후 문법 학습전략의 효과, 전략의 효율

적 사용 등 다양한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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