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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based language corpora,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recognized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the English language is mainly composed 
of lexical phrases or chunk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students to notice and 
acquire prefabricated multi-word uni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ve efficacy of 
the two methods of English vocabulary instruction⎯the traditional wordlist-based 
vocabulary instruction (G1) and the collocation-based vocabulary instruction (G2)⎯on 
the enhancement of low level high school EFL learners’ vocabulary comprehen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llocation test G1 and G2 groups 
attained similar mean scores on the pre-test. However, G2 significantly outperformed G1 
on the post-test administered at the end of the learning activity stage and on the delayed 
recall test administered after four months from the post-test. Second, the result of the 
rational cloze test was that G2 gained significantly higher mean scores on the second, 
third, and fourth test than G1 did, though two groups yielded a similar mean score on the 
first one.  

 
 

I. 서론 
 
영어 교수·학습 방법에서 어휘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까지 중등학교에서의 어휘 학습은 대부분 개별 단어에 중점을 둔 채, 읽기
와 말하기 교육에 부수된 기능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
로 읽기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빈약한 어휘력이다(Knight, 1994; Nagy, 
1988). 학습자들은 어휘의 관계를 빈번히 영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영어
로 바꾸는 일대일 등치관계(paired-translational equivalence)로 인식한 까닭에 어휘
에 대한 기계적인 암기에 치중해오고 있다. 실제 수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어휘 학습 활동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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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교과서에서는 어휘 학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지
침 또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어휘 학습 방법인 일대일 학습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Nahk-Bohk Kim, 2003). 다시 말해서 어휘 항목(lexical items)에 대한 이해 없
이 언어의 네 기술(four skills)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만이 영어 학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네 기술의 향상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다(이화자, 1996). 
최근에 코퍼스 기반(corpus-based) 연구에 의한 어구색인 분석(concordance analysis)
과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 그리고 전산 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
의 발달로 인해 언어의 상당 부분이 다단어 조립식 뭉칫말(multi-word prefabricated 
chunks)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
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중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교육목표 
하에 과거와 같이 하나의 집약된 주도적 교수방식 없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
시하면서 정확성보다 유창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을 
고려한 문법과 어휘 학습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는 상황이 큰 문제점으로 대
두되고 있다. 이는 어휘가 언어 숙달을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학습자가 
다른 언어 기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간
과한 채 언어의 네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만 치중한 부산물인 것
이다(Richards와 Renandya, 2002). 또한,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외에, 어휘와 같은 세부적 언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이화자, 1996).  

Wilkins(1972)는 “문법이 없이는 약간의 의미가 전달되지만, 어휘가 없이는 의
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p. 111)고 하여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Rivers(1983)도 “충분한 어휘력이 없으면 이미 습득한 구조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p. 125)는 이유로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80년대에 문
법 능력 범주에 어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Canale과 Swain(1980)에 이어 Bachman 
(1990)도 어휘를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철자법 등과 함께 문법적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하여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언
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McCarthy, 1990; Rivers, 1983), 특히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문법과 어휘라는 기초적인 영어 능력에서 입문 단계
(threshold level)를 넘어야만 영어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박기표
와 채정숙, 2000; Jeong-Won Lee와 Schallert, 1997; Mi-Jeong Song, 2001)는 입문 단
계에서의 문법과 어휘 지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휘의 중요성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대
부분 원자적인(atomic) 개별 단어의 학습과 교수에 관한 것으로 실제적인 의사
소통 상황에서의 개별 단어의 다면적 실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
서, 영어가 동사구에서부터 더 긴 제도화된 표현(institutionalized expressions)에 
이르기까지의 어휘구(lexical phrases)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어휘적 접근
방식(Lexical Approach)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Lewis, 1993; Nattinger와 DeCar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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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이러한 어휘적 접근방식의 중심 논리는 개별 단어가 규칙적으로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는 방식인 연어(collocation)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능성을 
통한 어휘 학습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Lewis, 1993).  
본 연구는 영어의 상당 부분이 다단어 조립식 뭉칫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연어이고(Ellis, 1997; Lewis, 1993; McCarthy, 1990; Willis, 1990), 
어휘의 개념도 단어 이상으로 확장되어 왔다(Richards와 Renandya, 2002)는 어휘
적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연어 중심 어휘 교수 전략과 교수방법을 교실 
수업에 적용해 본 후,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해 어휘 중심 학습 활동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집단과 단어목록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한 집단간에 연어 평가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집단과 단어목록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집단간에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통합적 읽기 능력 테스트)에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 어휘 연구 
 
전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는 언어 학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
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연구에
서는 자주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권오량, 1995; 이화자, 1996; Carter와 McCarthy, 
1988; Gass와 Selinker, 1994; Sinclair와 Renouf, 1988).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어휘의 중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Nagy(1988)에 따르면, 어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은 영어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특히 어휘력과 독해 능력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했다. Aitchison 
(1988)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어휘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이 단어
를 어떻게 저장하고, 아동이 어떻게 어휘를 습득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
범위한 연구를 심적 어휘(mental lexicon)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Carter와 McCarthy(1988)는 어휘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발전, 심적 
어휘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연구, 의사소통 지향적 언어 교육의 흐름, 컴퓨터 발
달 등의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어휘 교육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인 모색을 시도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Carter(1998), Coady(1993, 1997), Hatch와 Brown(1995), 
McCarthy(1990), Nation(1990), Willis(1990)가 언어 교수에 있어서 어휘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어휘 교수의 내용적, 방법론적 연구를 소개하고 보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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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휘 교육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코퍼스를 기반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의 빈도(frequency), 기본 어휘 
목록, 어구색인, 연어 등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어휘 연구
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국내에서 이화자(1996)는 교사들이 어휘 교수
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우리말 정의를 제공하는 정의적 접근방식(definitional 
approach)을 실시하거나, 좀 더 열의 있는 교사는 단어 카드나 그림 카드를 이
용하는 등 다양한 어휘 제시법을 개발하여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투자를 함에
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보고하면서 우리나라 영어교육 여건에 적
합한 어휘 지도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그 동안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Hedge(2000), Schmitt 
(2000), Singleton(2000)이 어휘 교육의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영어교육의 초점이 “형태”에서 “의미”로 옮겨감에 따라 그 동안 영
어의 구조나 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어휘에 대한 관심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송미정, 2002). 그렇지만 어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읽기 학습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어휘 학습(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과
관련된 것들이었다(Nagy, 1997; Nation, 1990, 2001; Prince, 1996).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휘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은 읽기 등 다른 언어 활동을 하면
서 문맥 속에서 모르는 단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송
미정, 2002, Chin, 2002).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히 독해와 관련한 부수적인 어휘 학습과 원자적 
어휘 학습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휘적 접근방식에 의한 영어 학습의 
방법과 유용성을 모색하는 시도가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
(Benson et al., 1991, 1997; Hill, 2000; Lewis, 1993; Schimitt, 2000; Sinclair와 Renouf, 
1988; Willis, 1990). 이 접근방식의 핵심은 기존의 어휘와 문법의 이분법적인
(dichotomous) 구분을 깨고 단순한 개별적인 어휘 학습을 넘어 형태와 의미 및 
기능을 초점으로 어휘-문법 패턴(lexico-grammar patterns)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어휘 학습과 사용에 대한 담화 기반 활동(discourse-grounded activities)
이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Celce-Murcia와 Olshtain, 2000),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어휘 활용 영역은 듣기와 읽기를 위한 수용적 어휘
(receptive vocabulary)의 향상과 함께, 학습자가 발화와 작문에서 외국어 어휘를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환기시키면서 표현적 어휘(productive 
vocabulary)를 향상시키는 학습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2. 어휘적 접근방식 

 
다른 접근방식과는 달리 어휘적 접근방식은 의사소통 접근방식의 기본 원칙
에 근거하면서도, 큰 차이점으로는 자연발생적인 언어에서 어휘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어휘가 언어 교수에 잠재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영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115 

(Lewis, 1993). 따라서, 언어 교수의 중심 요소는 학생들에게 언어의 뭉칫말
(chunks)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언어의 성공적인 뭉칫말화(chucking) 능력
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구조로서의 문법은 어휘에 종속되
며, 현재까지 교수-학습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시-연습-생성(present-practice-produce: 
PPP)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관찰-가설-실험(observe-hypothesize-experiment: OHE)
의 순환에 근거한 패러다임을 선호하는 총체적(holistic), 역동적(dynamic) 수용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Lewis, 1993). 이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학
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중점을 두는 학습 중심 교수방법(learning-centered 
teach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휘적 접근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 항목을 관찰·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기억 장치 내에서 내재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하는 학습
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접근방식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초점(focus on form)과도 일맥 상통한다. 형태에 초점을 두는 의사소통 접근방식
은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에게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고 의식할 수 
있는 언어 학습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Doughty와 Williams, 1998). 따
라서, 어휘적 접근방식은 어휘의 본질과 역할, 텍스트에서 어휘 항목에 대한 의
식적 주목, 언어의 뭉칫말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Lewis(1997)에 따르면, 어휘적 
접근방식은 새로운 혁명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새롭
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다양하고 친숙한 활동과 기법을 위한 원리를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 
한국의 중등학교 학습자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어휘 사용의 
관점에서 어휘구, 의미 단위, 연어 등의 식별과 재인식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는 주장이 있어 왔다(송미정, 2002; 이화자, 1996). 어휘적 접근방식은 언어 코퍼
스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교수에서 어휘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
한다. 모국어 화자의 유창성은 수많은 어휘구인 의미 단위의 저장과 재생을 통
한 효율적인 사용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지도와 훈련
은 원자적 개별 단어에 의존하는 단어목록에 의한 어휘 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이용가능성이 높고 의사소통적인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연어 학습의 중요성 

 
많은 언어 자료가 어휘 항목과 어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제 자료에서 사용되는 어휘 항목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ill(2000)에 따르
면 2,000개의 개별 단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기능할 뿐이지
만, 2,000개의 개별 단어에 대한 연어적 능력이 있는 학습자는 더 나은 의사소
통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어 능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어휘 항목의 핵심은 다양한 유형의 연어이다. 연어의 교육적 가치는 첫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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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대개 홀로 사용되지 않으며,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강하고 빈번한 유형으로 
사용되며, 부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전체로 학습하고 분류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이다(Lewis, 1997). 둘째, 많은 문법 구조나 언어 기능이 상당 부분 연어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연어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 연어가 언어 구성
의 핵심이라는 증거는 자연스러운 코퍼스 자료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언어 
현상으로 의사소통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McCarthy(1990)
가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는 강한 연어적 쌍(collocational pairs)으로 가득 차 있
기 때문에 연어가 어휘 연구의 중심적인 면을 차지하며, 연어의 적절성(collocational 
appropriacy)에 대한 지식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의 일부이다. 셋째, 말하기 
및 쓰기와 같은 표현적인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원자적인 단어를 
넘어 연어의 원리와 결합관계를 이해한다면 실제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따라서, 연어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의
사소통적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연어 관계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 귀납적
으로 언어 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연구 대상자는 충남의 한 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년생 120명으로 통제군

(G1)과 실험군(G2) 각각 60명이다. 연구 기간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인 
2003년 10월 10일부터 겨울 방학 직전인 2004년 1월 6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1
학기 교내 학력 고사의 영어 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이 비슷한 두 개 반씩을 한 
집단으로 하고 단어목록 중심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하는 G1과 연어 중심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하는 G2를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집단별 참가자들의 구성 

집단 인원 학년-과정 성별 어휘 학습 활동 유형 
G1 60 1학년 10-b 남(41), 여(19) 단어목록 중심 활동 
G2 60 1학년 10-b 남(31), 여(29) 연어 중심 활동 

 
연구 대상자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수행평가 과제로 교육부 지정 고교 필수 
어휘 2,067단어를 암기하게 한 후 이 단어들에 대한 개별 단어 인식도를 조사
한 결과, 개별 단어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았다. G1에서 10명, G2에서 11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권장 어휘수인 450단어에도 못 미쳤다. 따라서, 전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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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절반 이상을 알고 있는 학생들(집단별로 10명 정도)을 소집단의 팀장으로 
정하고 수업을 전개했다. 실험 기간동안의 수업에서는 어휘력 신장이 영어학습 
활동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표 2 참고). 이러한 목표에 대해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어휘 학습 활동 방법 및 절차 

 
어휘 학습 활동 방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군(G1)과 실험군(G2)
으로 나누어 어휘 학습장(vocabulary workbook)을 이용해서 G1은 기존의 제시-연
습-생성 방식을, G2는 관찰-가설-실험 방식을 적용해서 실험했다. 주제별로 G1
은 단어목록에 의한 어휘 학습 활동을 하고, G2는 연어 중심의 어휘 학습 활동
을 실시했다. 연어 활동을 하는 학습자는 주제별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언
어 자료 관찰을 통해 연어 구성 활동을 했다. 이 때 연어 구성이 될 수 있는 
연어 유형별 결합을 시도하고 사전과 교과서, 기타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연어 
관계를 관찰하고, 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제별 핵심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활동을 통해 실험 과정을 밟게 했다. 주제 선정은 Gough(2001)가 제시한 
100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와 토론을 통해 50개로 통합하여 핵심 주제어
(topic word)를 선정했다.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어휘 학습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Seongwon Lee, 2002; Nagy, 1988), 주제 중심 어휘 학습은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Nagy(1988)가 지적한 바대로 그 단어가 
지닌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어휘를 함께 익힐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방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익숙한 방법을 택해 학습 효과
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제별 학습을 권장했다. 

 
표 2 

집단별 어휘 학습 활동 방법 
학습 활동 과정 활동 방법 단계 
G1 G2 G1 G2 

1 제시 관찰 주제별 단어목록을 
제시한다 

제시된 주제별 단어를 품사별로 관찰한다 

2 연습 가설 영어 단어를 우리말
로 익힌다 

주어진 단어를 조합하면서 연어 유형별로 가
설을 세운다(유형별 가설 설정과 수정 활동) 

3 생성 실험 
찾은 단어를 활용하
여 문장을 만들어 보
고 논의한다 

유형별 연어를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나 문장
을 완성하고 논의한다(연어 유형을 문장 속
에서 실험) 

 
어휘 학습 활동 절차는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각 단계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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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어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2,067 단어 암기를 
여름방학 과제로 부과한 후, 개별 단어 인식도를 평가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 기본 단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 2단계: 학습자를 G1과 G2 두 집단으로 나누고, G1은 어휘 학습장을 활용하
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입각해서 개별 
단어를 주제별로 학습하도록 지도했고, G2는 어휘 학습장을 활용하여 단어
목록을 품사별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나누어 이들 단어간의 연어 관
계를 구성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사전 연어 평가와 세 차례의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통합적 읽기 테스트)를 실시했다. 
• 3단계: 학습 활동에 대한 연어 인식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네 차례의 추론
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와 추후 활동을 위한 분석을 실시했다.  

 
어휘 학습장은 <표 3>과 같이 어휘적 교수요목에 기초해서, 언어 학습 활동
을 구체화하고 집단간 활동을 비교하는데 중요한 활동 자료의 역할을 했다. 연
어 학습 활동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사전 등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규칙 발견 활동을 유도했다. Harmer(1991)는 발견 활동(discovery activities)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견 기법의 과정으로 학습자에게 발견 활동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발견하도록 요구하고, 발견한 
패턴을 적게 하여 학습자가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귀납적 규칙 발견을 위한 추론과정을 불러일으켜 교육적이며, 방법론적
으로도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표 3 

집단별 어휘 학습장 활동 단계 

집단 
단계 

G1 G2 

1 본시 어휘 학습 주제 선정과 목표 
제시 

본시 어휘 학습 주제 선정과 목표 제시 

2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단어를 찾아
무작위로 적기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단어를 찾아 품사별
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란에 적기 

3 찾은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우리말
의 의미 적기 

찾은 단어에 대한 연어적 결합을 정리하고
[N+N, A+N, V+N, V+Adv/Adv+A] 의미 적기 

4 찾은 단어를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
나 문장 완성해보기 

연어 항목을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나 문장 
완성해보기 

5 질문과 응답하기 활동 질문과 응답하기 활동 

6 발견사항 적기와 정보 공유 활동 발견사항 적기와 정보 공유 활동 

7 자기 평가 및 집단 평가 자기 평가 및 집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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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및 결과 분석 방법 
 

1) 연구 도구 
 

(1) 연어 평가(collocation test)  
본 연구에서는 수업 중에 지도하고 관찰할 중점적인 연어 유형으로 Benson et 

al.(1997)이 제시한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 LC) 일곱 가지 중에서 형용사+
명사, 동사+명사, 동사+부사/부사+형용사와 Lewis(2000)가 제시한 연어 유형 중
에서 명사+명사 유형을 포함하여 네 가지를 선정했다. 또한, “텍스트 내 연어
(collocation in texts: IT)”라는 범주에서는 <표 4>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연어 유
형 수준을 넘어 연어적 지식이 실제로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위의 네 가지 연어 유형이 포함된 교과서의 텍스트와 연구자가 
개발한 텍스트를 그 자료로 활용했다. 어휘 학습의 최종 목표는 종합적인 의사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네 가지의 연어 유형이 포함되어 문맥
을 형성하는 텍스트를 개발하여 연어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평가는 모두 세 차례 실시했는데, 실험 전에 사전평가(pre-test)와 실험 후에 
사후평가(post-test)를 실시했고, 실험이 끝나고 4개월 후에 학습 결과의 지속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후속평가(delayed test)를 실시했다. 
어휘 인식도 평가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어 평가 형태에서는 이
전의 정의 테스트(definition test)와는 달리, 문장이나 대화문 및 텍스트 내에 제
시된 기저어(base)와 선택지의 결합어(collocator)가 조합하여 뭉칫말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테스트 문항은 어휘적 연어의 네 유형
별로 각각 10문항과, 이 네 유형이 포함된 텍스트 내 연어 20문항, 총 60문항으
로 구성되었다(부록 1과 부록 2 참고). 문항 개발 과정은 먼저 연어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연어 관련 참고 자료(e.g., Benson et al., 1991; Flower, Berman, & 
Powell, 2002; Lewis, 1997; McCarthy & O’Dell, 2001a, 2001b;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2002)에서 유형별 연어 항목을 추출하여 연어 학
습장(collocation workbook)을 만들었다. 이 학습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형별로 
10문항씩(문어체 5문항, 구어체 5문항) 연어 평가 문제와 5지 선다형의 선택지
를 제작하였으며, 텍스트 내 연어 문항은 네 가지 유형의 핵심 연어가 포함되
도록 각각 다섯 문항(3지 선다형)의 텍스트를 연구자와 원어민 4인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사전평가 전에 두 집단 모두에게 연어 문항 유형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문항의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문항별로 정답을 고
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문항을 푼 직후 “언어 보고(verbal reports)” 기법을 
이용하여 각 문항 바로 다음에 “완전히 알고 고른 경우(full comprehension),” “정답
이라 생각하는 2-3개 중에서 고른 경우(educated guess),” “전혀/거의 알지 못하고 
고른 경우(random guess)” 중에 표시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문제를 풀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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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적 사고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언어 보고 과
정에서 실행 가능한 측정 도구로 전략 대조표(strategy checklist)를 사용하지 않
고 언어 보고를 하도록 수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언어보고 과정으로 인해 수
험자가 시험 수행 시 주의가 산만해 질 수 있으며(Jeong-Won Lee, 2002b), 그 결
과 언어 보고를 요구받지 않았을 때만큼 주어진 테스트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Cohen, 2000), 본 연구에서는 Cohen(2000)과 Jeong-Won 
Lee(2002b)가 지적하고 제안한 바에 기초하여, 수험자가 해당 문항을 풀고 난 
직후에 자신이 사용한 시험-수행 전략(test-taking strategies)을 전략 대조표에 표
시하도록 했다. 

 
표 4  

선정된 어휘적 연어의 하위 유형 

연어 유형 예 
LC1: 명사+명사(N+N) cable car, swimming pool 

shoelace, phone number 
LC2: 형용사+명사(A+N) rough estimate 

small world 
LC3: 동사+명사(V+N) do one’s homework 

make a decision 
LC4: 동사+부사(V+ADV), 
     부사+형용사(ADV+A) 

really appreciate  
terribly sorry 

 
(2)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rational cloze test) 
어휘 인식도 검사의 다른 하나는 학습한 교과서 본문의 텍스트를 활용한 평
가로 본문 내용 전부에 대해 조정된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modified cloze test)
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는 Jeong-Won Lee 
(2002a)가 사용한 방식과 같이 텍스트 하단에 각 빈칸에서 삭제된 단어와 함께 
피험자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20% 정도의 오답지를 무작위 
순으로 배열해서 제시한 유도된 빈칸 채우기 검사(guided cloze test) 방식을 택했
다. 이와 같이 조정된 유형은 학습자에게 본래의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보다 
두려움을 덜 주면서 테스트의 본질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Jeong- 
Won Lee, 2002a). 본 연구에서는 품사 어형 변화 인식과 연어 또는 자유 결합짝
을 찾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어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내용어만을 선택
하여 삭제하고 평가했다. 실시된 테스트는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의 본문 텍
스트로 구성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검사는 각각 30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해당 학습이 끝난 후 3주째에 실시했다. 4차로 실시한 검사는 학습한 지 
2주 후에 실시했는데, 학기말을 감안하여 10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차시별 평가 
시차는 한 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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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제군(G1)과 실험군

(G2) 간의 연어 평가와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 결과를 SPSS version 11.0
을 사용해서 비교·분석했다. 가설 1인 집단간 연어 인식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
어 능력의 유의성을 t검정으로 확인했고, 이원 변량 분석과 사후 검증을 통해 
연어 평가 점수의 유의도를 집단별, 차시별로 검증했다. 가설 2인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
을 통해 알아보고, 집단간 차시별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이원 변량 분석을 통
해 알아보았다. 유의 수준(p)은 .05이다. 

 
 

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어휘 인식도 평가 
 

1) 연어 평가 결과 분석 
 
연어 평가는 명사+명사, 형용사+명사, 동사+명사, 그리고 동사+부사/부사+형
용사의 네 개 영역과 텍스트 내 연어 영역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하위 테스트
로 구성되었다. 집단간 연어 평가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다섯 하위 테스
트 점수의 총합을 사전평가, 사후평가, 후속평가에 따라 t검정을 통하여 비교한 
다음, 하위 테스트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집단간 연어 능력의 유의성을 검증했
다. 집단별 연어 평가 결과(전체)는 <표 5>와 같다. 사전평가에서 G1과 G2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910). 이는 두 집단이 동질 집단임을 의
미한다. 그러나 사후·후속평가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 
이와 같은 결과는 G2가 G1보다 연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 결과가 4개월 후
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집단별 연어 평가 결과 (전체)  
평가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G1 19.65 4.399 사전평가 
G2 19.77 6.627 

-.114 .910 

G1 24.08 5.060 사후평가 
G2 29.85 6.081 

-5.647 .000 

G1 30.72 7.625 후속평가 
G2 35.78 6.899 

-3.8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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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의 유형별 연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유형별 연어의 사전, 사후, 후속평가 결과 차이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사전평가에서는 G1과 G2 모두 하위 테스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사후평가와 후속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단어목록으로 어휘를 학습한 G1보다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G2의 학생들이 연어 인식도에 있어서 향상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별 
평균 차이는 연어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집단별 연어 
유형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했
고, 그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와서 각 집단별로 연어 유형간의 통계적 차이
를 사후검사(post hoc tests)로 검증했다. 그 결과는 G1과 G2에서 모두 같은 유의 
수준에서 유의했고(p = .000), 두 집단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사전평가와 후속
평가, 사후평가와 후속평가간에서도 모두 같은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  

  
표 6  

집단간 유형별 연어 평가 결과 비교 
G1(N=60) G2(N=60) 유형 평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사전평가 2.90 1.423 2.95 1.780 -.170 .865 
사후평가 3.62 1.354 4.58 1.499 -3.707 .000 N+N 
후속평가 5.08 1.898 5.98 1.909 -2.59 .011 
사전평가 3.08 1.377 2.98 1.501 .190 .850 
사후평가 4.08 1.608 5.42 1.406 -4.835 .000 A+N 
후속평가 5.58 1.907 6.37 1.667 -2.396 .018 
사전평가 2.83 1.181 2.88 1.776 -.182 .856 
사후평가 4.05 1.333 4.72 1.474 -2.598 .011 V+N 
후속평가 4.70 2.085 5.53 1.672 -2.415 .017 
사전평가 2.78 1.541 2.92 1.576 -.468 .640 
사후평가 3.08 1.319 3.83 1.380 -3.044 .003 V+Adv/ 

Adv+A 후속평가 4.27 1.858 5.18 1.996 -2.604 .010 
사전평가 8.10 2.704 8.03 2.350 .144 .886 
사후평가 9.25 2.348 11.30 2.396 -4.734 .000 IT 
후속평가 11.08 2.907 12.72 2.604 -3.242 .002 

 
한편, 사전평가에서 네 가지 연어 유형별 평균에 있어 G1은 형+명(3.08), 명+
명(2.90), 동+명(2.83), 동+부/부+형(2.78) 순이었으나 G2의 경우에는 형+명(2.98), 
명+명(2.95), 동+부/부+형(2.92), 동+명(2.88) 순이었다. 이와 같은 사전평가 결과
는 G1의 경우 후속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평균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나 G2의 
경우에는 사후·후속평가에서 G1과 같은 순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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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볼 때, 학생들이 특히 동+명과 동+부/부+형 연어 유형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3차에 걸쳐 집단별 연어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표 5>와 연어 유형별 평균
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보여주는 <표 6>에서 보듯이, 다섯 하위 테스트
인 명+명, 형+명, 동+명, 동+부/부+형, 그리고 텍스트 내 연어에 있어서 사후평
가에서 G1과 G2간의 평균 차가 각각 0.96, 1.34, 0.67, 0.75, 2.05이고, 후속평가에
서는 각각 0.9, 0.79, 0.83, 0.91, 1.64로 동+명, 동+부/부+형을 제외하고 그 차가 다
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동+명과 동+부/부+형의 경우에는 연어 중심으로 어
휘를 학습한 G2와 단어목록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G1간의 차이가 더 벌어졌
음을 의미한다. 이는 두 집단 모두가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추정되는 두 유형에 있어, G2가 G1에 비해 지속적으로 연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집단별, 차시별 연어 평가 결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간의 
사후 연어 평가 점수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표 7>에서 보듯이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연어 평가가 집단별로 그리고 차시별로 점수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집단별, 차시별 상호작용 효과가 p = .0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과 차시의 개별적 영향에 대해서
는 설명하기 어렵다. 

 
표 7 

집단별, 차시별 연어 평가의 이원 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p 
상수 255520.23   1 255520.23 6620.38 .000 
집단 1199.03   1 1199.01 31.07 .000 
차시 11021.62   2 5510.81 142.78 .000 

집단*차수 569.15   2 284.58 7.37 .001 
오차 13662.98 354 38.60   
전체 281973.00 360    

 
다음으로, 연어 평가의 다섯 개 영역 중 텍스트 내 연어를 제외한 네 종류의 
하위 테스트에서 학습자가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를 때 사용한 인
지적 사고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은 구두 보고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8>에서 보듯이 사전평가에서부터 후속평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알고 정
답을 고른 경우”에 있어 두 집단 모두 동+명, 동+부/부+형 유형의 연어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6>에서의 유형별 연어 평가 결과와 일치하며, 학습자
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인 V+O/S+V를 구성하는 기저어인 명사와 결
합하는 결합어 동사의 선택과, 동사나 형용사의 수식어나 강조어로 쓰이는 부
사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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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 결과 분석 

 
두 번째의 어휘 인식도 평가인 빈칸 채우기는 총 100문항이며 4차에 걸쳐 검
사를 실시했고, 1, 2, 3차에 실시한 9과에서 11과까지는 각각 30문항, 4차에 실시
한 12과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빈칸 채우기 검사는 교과서의 본문 텍스트
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3주 후에 장기 기억력을 평가했다. 먼저 빈칸 채우기 전
체(100문항)에 대한 집단간 비교를 한 후, 10문항이었던 4차시를 제외하고 이원 
변량 분석을 통해 1, 2, 3차에 걸쳐 실시한 빈칸 채우기 검사 점수의 차시에 따
른 집단간 유의성을 비교·분석했다. 

 
표 8 

연어 시험-수행 전략 과정 분석 (N: G1=60, G2=60) 
G1 G2 정답 고른 과정 

연어 유형 사전 사후 후속 사전 사후 후속 
명+명 11(18.3) 17(28.3) 22(36.7) 11(18.3) 21(35.0) 29(48.3) 
형+명 13(21.7) 21(35.0) 28(46.7) 12(20.0) 28(46.7) 34(56.7) 
동+명  8(13.3) 14(23.3) 18(30.0)  8(13.3) 19(31.7) 24(40.0) 

완전히  알고  고른  경우 동+부/부+형  7(11.7) 13(21.7) 15(25.0)  8(13.3) 17(28.3) 21(35.0) 

명+명 27(45.0) 25(41.7) 23(38.3) 26(43.3) 25(41.7) 20(33.3) 
형+명 28(46.7) 25(41.7) 22(36.7) 28(46.7) 21(35.0) 17(28.3) 
동+명 26(43.3) 22(36.7) 19(31.7) 27(45.0) 24(40.0) 26(43.3) 

정답이라 생각하는 
2-3개 중에서 고른 경우 

동+부/부+형 19(31.7) 21(35.0) 23(38.3) 17(28.3) 25(41.7) 24(40.0) 

명+명 22(36.7) 18(30.0) 15(25.0) 23(38.3) 14(23.3) 11(18.3) 
형+명 20(33.3) 14(23.3) 10(16.7) 20(33.3) 11(18.3)  9(15.0) 
동+명 25(41.7) 20(33.3) 13(21.7) 25(41.7) 16(26.7) 10(16.7) 

전혀/거의 알지 못하고 고른  경우 
동+부/부+형 34(56.7) 26(43.3) 22(36.7) 35(58.3) 18(30.0) 15(25.0) 

*( )안은 백분율임  
 

표 9  
집단간 빈칸 채우기 성적 비교 

G1 G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빈칸 채우기 

45.55 11.534 58.87 9.881 -6.792 .000 

 
<표 9>에서 보듯이 G2가 G1보다 평균에 있어 13.32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낮은 수준의 피험자임을 감안할 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주목하여 학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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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추론적 빈칸 채우기 문항은 학습자들이 3주전에 학
습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내용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삭제했다. 따라서 많은 경
우에 전후 단어간 조합에 의해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의식
적인 주목(conscious noticing)은 연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
다. 위와 같은 결과는 추론적 어휘 인식도에 있어 G2가 G1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표 6>에서 보듯이 텍스트 내 연어 평가에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독해 시 주어진 지문의 이해도에서도 차
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표 10  

집단별 빈칸 채우기 성적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집단 SS df MS F p 
집단간 1025.28   2 512.64 14.46 .000 
집단내 6277.05 177  35.46   G1 
전체 7302.33 179    
집단간  138.70   2  69.35  5.01 .008 
집단내 2448.25 177  13.83   G2 
전체 2586.95 179    

 
<표 10>은 빈칸 채우기 검사에서 집단별로 빈칸 채우기 점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집단간 유의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 

 
표 11  

차시에 따른 집단간 빈칸 채우기 성적 사후 비교 분석 (Tukey HSD) 
집단 (I)차시 (J)차시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p 

1 2 
3 

 3.25 
 5.83 

1.09 
1.09 

.009 

.000 

2 1 
3 

-3.25 
 2.58 

1.09 
1.09 

.009 

.048 G1 

3 1 
2 

-5.83 
-2.58 

1.09 
1.09 

.000 

.048 

1 2 
3 

-1.10 
 1.05 

 .68 
 .68 

.240 

.272 

2 1 
3 

 1.10 
 2.15 

 .68 
 .68 

.240 

.005 G2 

3 1 
2 

-1.05 
-2.15 

 .68 
 .68 

.272 

.005 
 
<표 11>은 집단간 차시에 따른 빈칸 채우기 사후 비교 분석 결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G1은 차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G2에 있어서는 1차와 2
차(p = .240), 1차와 3차에서는(p = .272)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차와 3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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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p =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차시에 평가
한 교과서의 본문 텍스트가 중간고사 범위와 중복되어 아마도 두 집단이 시험
을 준비하면서 주목하여 학습한 결과 두 집단의 점수가 큰 차이 없이 높았으나, 
2, 3차에 실시된 본문 내용은 통상적으로 수업 중에 학습한 내용으로 빈칸 채우
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G1은 차시에 따른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진 반면, G2
는 차시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었으나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G2의 경우, 전후 단어간 조합에 의해 
의미를 파악하면서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학습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2. 논의 

 
어휘력은 영어학습에서 필수적이며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강력한 예측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어 평가를 통해 집단간 어휘 인식도를 비
교해 본 결과, 연어 방식으로 어휘 학습을 실시한 G2의 연어 성적이 사전평가
에서는 G1과 비슷하였으나, 사후평가와 후속평가에서는 G1보다 향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 활동을 위한 과제 선정과 활동 과정
에서 전통적인 PPP 방식에 기초해서 단어목록을 통해 어휘 학습을 실시한 G1
보다 새로운 OHE 방식에 기반을 둔 어휘 결합 원리를 통해 연어 중심으로 어
휘를 학습한 G2의 연어 능력(어휘 파지력)이 우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G1보다 G2가 어휘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입력 언어 자
료에 대해 보다 의식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연어 인식도 평가 결과가 우수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G1과 G2의 연어 인식도 분석 결과, 본 연
구의 첫 번째 연구 가설인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집단과 단어목록 중
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집단간에 연어 인식도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를 입
증했다. 
또한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에서는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주목하고 학
습한 1차 검사의 경우 G1과 G2의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은 2, 3
차 검사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간 차시별 차
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G2 학생들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한 어휘적 접근방식을 독해에도 의식적으로 주목하면서 적
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면에 원자적인 개별 단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G1의 학생들은 개별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고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어휘 배열
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어휘 학습에서 연역
적 규칙과 의미를 제공하는 개별 단어를 통해 어휘 학습을 한 G1보다 귀납적 
규칙 발견을 촉진시키는 연어 중심 어휘 학습을 한 G2가 문장이나 텍스트 속에
서 어휘 뭉칫말을 보다 잘 조합하고 또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와 같은 G1과 G2의 추론적 어휘 인식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가
설인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집단과 단어목록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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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에 추론적 빈칸 채우기 검사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를 입증했다. 
연어 학습은 결국 X+Y형식을 알고 X와 Y를 개별로 이해하는 것과 X와 Y를 
개별로 이해한 후 X+Y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human을 알고, right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human right을 말하도록 했을 때 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서, 처음
부터 human right을 가르쳐 주고 필요에 따라 개별 단어를 지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election day, horror movie, water pollution을 알고 
필요한 경우 개별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활용도와 파지력이 더 높다고 생각한
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학습 부담 측면에서 더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고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즉, 특정한 모국어의 연어에 대한 인식도가 있는 경
우, X와 Y라는 개별 단어를 학습하고 X+Y 결합을 학습하는 것보다, X+Y 결합
을 학습한 후 개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Lewis, 2000). 또한 다의어에 대한 혼란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armer(1991)도 문맥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개별 
어휘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어휘-문법적
이며 의사소통적인 연어 학습에서는 자연스럽게 문맥이 어느 정도 제공되기 때
문에 개별 단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적 접근방식은 언어를 분석적으로 나누어 보는 기존의 형태들에 대한 집중
(focus-on-forms)에서 형태는 물론 의미(meaning)와 기능(function)이 동시에 중요
하다고 주장하는 언어 형태에 대한 집중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언
어 사용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언어의 네 기술에 대한 연구
와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로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영어 공부를 
위해 어휘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약한 어
휘력으로 인해 언어의 네 기술에 대한 향상을 만족스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찰하고,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어휘적 접근방식에 의한 연어 학습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했
다. 많은 경우 교육현장에서 어휘를 가르치고 독해에 중점을 두며 수업을 실시
하지만 실제로는 독해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H 2004-2). 이는 교사들과 교과서 개발자
들도 학생들이 듣기나 읽기 텍스트에서 문맥을 통해 자동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것이라는 신념 하에 직접적인 어휘 교수를 소홀히 해왔다는 점(Coady, 1993; 
Nahk-Bohk Kim, 2003; Nation, 2001)과 원자적인 단어 중심의 어휘 학습이 읽기 
능력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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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낮은 수준의 10학년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
로 개별 단어목록에 중점을 두고 어휘를 학습한 집단(G1)과 어휘적 접근방식에 
기반한 연어 원리를 통해 어휘를 학습한 집단(G2)간에 어휘 인식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연어 평가와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를 통해 입증
하고자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어휘 중심 교수·학습 활동 결과, 두 집단 모두 어휘 인식도 평가(연어 평가와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에서 향상을 보였으나 G2가 G1보다 유의한 향
상을 나타냈다. 연어 평가에 있어 집단간 사전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후속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그 차이에 있어 사후평가에서 가장 컸고 후속평가에서는 그 차가 
다소 줄었다. 추론적 규칙 빈칸 채우기 검사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 중심 어휘 학
습이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후속 연구를 기
대한다. 
결론적으로 언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어휘 학습도 주로 함께 쓰이는 연어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보다 능
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어휘 학습에 
연어 중심 학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문법과 어휘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기존
의 방식을 지양하고, 어휘-문법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전통적인 제시-연습-생성
의 패러다임에서 관찰-가설-실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습자
의 목표어 본질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켜(consciousness-raising) 언어의 입력은 물
론 수용(intake)과 출력의 극대화를 통해 영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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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어 인식도 검사를 위한 연어 평가 문항 

 
1. He will be promoted to          manager. 
① sales ② sold  ③ sell  ④ selling ⑤ sale 

2. All applicants should turn in the          forms by June 15th. 
① apply ② application ③ applying ④ applied ⑤ applies 

3. Due to the time         , the student was not able to solve ever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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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imit ② limited ③ limitable ④ limiting ⑤ limitative 

4. Many school cafeterias were inspected to prevent food          . 
① poison ② poisonous ③ poisoned ④ poisoner ⑤ poisoning 

5. We spent all day at the          park. 
① amusing ② amusement ③ amused ④ amusedly ⑤ amuse 

6. A: Where can I find the          desk? 
  B: You can find it over there. 
① information ② inform ③ informing ④ informed ⑤ informer 

7. A: Could you recommend some          attractions around here. 
B: Sure, you can visit Flower Exhibition, which is 2 miles away from here. 

① tour ② tourism ③ toured ④ tourist ⑤ touring 

8. A: I think our seats are over here.  
  B: May I see your          pass, please? 
① board ② boarder ③ boarding ④ boarded ⑤ boarders 

9. A: Can you guess what is inside? 
 B: I don’t know. Why don’t we first take off the          paper? 

① wrapper ② wrap ③ wrapped ④ unwrap ⑤ wrapping 

10. A: What’s the          fee? 
   B: $ 20 dollars per person. 
① admit ② admitting ③ admits ④ admittable ⑤ admission 

11. Make sure you have a          look at the engine before you buy the car. 
① close ② wild ③ rough ④ instant ⑤  light 

12. He sent          greetings to his friends. 
① hot ② bright ③ close ④ warm ⑤ distant 

13. The    a     building is 63 stories    b   . 
① tall-high ② tall-tall ③ high-high ④ high-tall ⑤ tall-highly 

14. Tom is a very          learner. He picks up things very easily. 
① large ② quick ③ swift ④ big ⑤ speedy 

15. If you are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we are willing to give you a refund. 
① big ② much ③ large ④ great ⑤ full 

16. A: Why do you have such a          face? 
    B: I failed the English exam again. 
① long ② narrow ③ weak ④ strong ⑤ short 

17. A: I don’t know why he did something wrong again. 
   B: Try to look on the          side of things. 
① clear ② bright ③ near ④ good ⑤ light 

18. A: How much will it cost to fix the engine? 
   B: A          guess would be around ＄400 to ＄450. 
① little ② general ③ tight ④ wide ⑤ rough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영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133 

19. A: Sarah and I are from the same town. 
   B: Really? What a          world! 
① big ② large ③ close ④ small ⑤ wide 

20. A: What are you doing? I am enjoying some         reading.  
   B: It is about the solar system. I need to do a one-page report on it. 
① large ② big ③ light ④ many ⑤ close 

21. I forgot to          my English homework last night. 
① do ② have ③ make ④ take ⑤ give 

22. If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what decision would you        ? 
① take ② make ③ have ④ do ⑤ put 

23. The students in high school          a great effort to enter a good college. 
① do ② have ③ put ④ make ⑤ give 

24. Appropriate actions were          to secure the students’ safety. 
① put ② had ③ gave ④ taken ⑤ made 

25. He          thanks to his friends for helping his project. 
① gave ② took ③ had ④ did ⑤ made 

26. A: Do you want to          good progress in your English study? 
   B: Of course, I want to be an international businessman in the future. 
① give ② have ③ take ④ make ⑤ do 

27. A: Where are you going to have your hair         ? 
   B: At the beauty shop on the corner. 
① given ② had ③ taken  ④ made ⑤ done 

28. A: What happened to your mother? 
   B: She          an operation on her lungs.  
① made ② took ③ gave ④ done ⑤ had 

29. A: How did Johnny perform this year? 
   B: He          a really important role in all the games we had this year. 
① made ② had ③ gave ④ did ⑤ played 

30. A: I’m having hard time getting up early to          the exercise. 
   B: Your body will soon adjust to the new schedule. 
① make ② take  ③ have  ④ do  ⑤ put 

31. The expression ‘I was wondering if...’ is used to         ask someone for something or to 
suggest something. 

① directly ② wisely ③ fortunately ④ politely ⑤ rudely 

32. I got dressed           and went out so that I could attend the meeting on time. 
① quickly ② clearly ③ totally  ④ angrily ⑤ obviously 

33. My mother is a          educated woman. 
① definitely ② hopefully ③ highly ④ passionately ⑤ carefully 

34. They seem to be          linked to form a more friendl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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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tremely ② entirely ③ generally ④ apparently ⑤ closely 

35. I was          able to move my arm after the terrible accident. 
① scarcely ② badly ③ nearly ④ simply ⑤ lately 

36. A: Did you find any clues of the project? 
   B: After years of study, we          found the solution. 
① finally ② confidently ③ differently ④ regularly ⑤ easily 

37. A: Who is delivering the speech? 
   B: Tom is          telling everyone what he is going to do. 
① immediately ② accidently ③ easily ④ properly ⑤ openly 

38. A: How’s your new motorcycle? 
   B: It’s great! I’m          satisfied. 
① occasionally ② slightly ③ hardly ④ totally ⑤ especially 

39. A: I hate it when people stare at me. 
   B: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hate it, too. 
① directly ② exactly ③ consequently ④ efficiently ⑤ recently 

40. A: Tell me the accident as you remember, please. 
   B: If I remember         , it happened at about six-thirty. 
① freely ② instantly  ③ largely ④ correctly ⑤ significantly 

 
 

부 록 2 
텍스트 내 연어 평가 문항 

 
On the first day of the new school year, I was 41 largely/terribly/perfectly upset for being late. I 

told the teacher that I was worried about my dad but to no avail. The teacher scolded me 42 
happily/especially/severely for 43 doing/making/planning poor excuses. She was giving a lecture on 
the 44 generating/generated/generation gap. When I walked in, she said, “the young don’t seem to 
respect promptness.” The fact is that I got up in time to catch the 45 different/right/perfect bus, but 
caught the wrong one. In addition, there was a 46 traffic/bumper/street jam on the road that morning. 

The story starts on a snowy night. My father was still at work, and I was waiting for him to get 
home. He runs a small 47 delivering/delivery/delivered company of about 20 employees. He is 
always thinking about improving the 48 lived/live/living conditions of the family. About 10 years ago, 
he 49 made/had/did a heart attack from overworking. I knew that he 50 usually/hardly/properly 
finished work by 9:00 o’clock. It must be that he felt a 51 many/hard/heavy responsibility to his 
brothers. They hadn’t worked in over a year, and he sent them money to help out. I was worried and 
drank many cups of 52 powerful/strong/light coffee waiting up for him. I thought about the family get 
together last year. It was so much fun to gather and have a really big 53 farewell/garden/search party. 
Dad is 54 really/clearly/faithfully outgoing. He has such a 55 double/pleasant/wise personality. There 
would be no party this year. Money was too 56 tight/economical/much. Maybe, I wouldn’t even have 
a dad. I understood, but it was 57 successfully /generally/totally unacceptable. 

Although the stress was getting to me, I continued to wait up for my dad. I played 58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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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computed games and wandered about the house. Around 2:00 a.m., I 59 took/gave/had a 
headache, so I 60 took/made/ate an aspirin and went to bed. I got up late and Dad still wasn’t home. I 
hurried to the bus stop. Because I was worried about my dad, I didn’t pay attention to the bus I was 
boarding. As soon as the bus rounded the corner, I saw that cars were stopped bumper-to-bumper in 
the city center and realized that I had taken the wrong bus. That is why I am late for school.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대학교육(college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어휘적 접근방식(lexical approach), 연어(co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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