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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구조 점화를 이용한 영어 학습
신정아, 서혜진(동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언어학에서

사용되는

통사구조

점화(structural

/syntactic priming)를 이용하여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
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통사구조 점화(structural/syntactic priming)는 이
전에 접했던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Bock, 1986). 단어나
의미와 상관없이 이전에 말했거나 들었던 문장의 통사구조의 영향으로 동일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다음 발화에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
어의 문장 중 ‘The boy is reading the girl a book’와 같은 이중 목적어 여격
(double-object dative)이 담긴 문장을 이전에 들었거나 말했던 화자는 ‘The
woman is showing a dress to the man’과 같이 전치사구 여격(prepositional
dative)이 담긴 문장보다는 또 다른 이중 목적어 문장(‘The woman is showing
the man a dress’)을 발화할 가능성이 높게 하는 것이 통사구조 점화 효과이다.
통사구조 점화 효과는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Pickering &
Ferreira, 2008).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산출 과정 연구(Bock & Griffin, 2000;
Bock & Loebell, 1990; Bock, Loebell, & Morey, 1992)에서부터 모국어 습득 과
정

연구(Huttenlocher,

Vasilyeva,

&

Shimpi,

2004;

Savage,

Lieven,

Theakston, & Tomasello, 2003, 2006), 그리고 두 언어 사용자(bilingual)의 교차
언어(cross-linguistic)

연구(Hartsuiker,

Pickering,

&

Veltkamp,

2004;

Schoonbaert, Hartsuiker, & Pickering, 2007; Shin & Christianson, 2009), 그
리고 최근에는 뇌 과학 분야에서도 통사구조 점화 효과를 이용하여 인간의 인지 및
뇌를 연구하고 있는 추세이다(Ledoux, Traxler, & Swaab, 2007; Noppeney &
Price, 2004).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통사구조 점화 연구는, 처음에는 인간의 언어 산출
하는 과정 및 인간의 인지 과정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실험 연
구 과정에서 통사구조 점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 방법의 패러다임으로 진
화하였다(Pickering & Ferreira, 2008; Trofimovich & Mcdonough, 2013). 그림
묘사하기(picture description), 문장 완성하기(sentence completion), 대화하기
(dialogue), 문장 기억하기(sentence recall) 등의 과업(task)에 점화 자극(prime)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표적 또는 목표(target, 이하 목표) 문장을 분석하는 연구 방
법의 패러다임이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사점화 현상의 패러다임중 하나인 문장 완성하기(sentence
completion) 과업의 변형된 형태를 통하여 통사점화 현상과 학습자의 과수동화 오
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학습자의 과수동화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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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of my life was happened 15 years ago”
라는 문장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happened를
사용해야 할 부분에서 was happened를 말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
었다. 이러한 과수동화 오류는 제2언어 학습자들의 발화 및 쓰기에서 자주 발견되
었는데, 과수동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모국어 형태론(L1 morphology), 유정물/무
정물

주어(animate/inanimate

subject),

외부적

영향을

주는

존재의

유무

(external causation), 제2언어의 능숙도(L2 proficiency) 등이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되었으나, 통사구조 점화를 그 요인으로 찾은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통사구조 점화가 제2언어 학습자의 과수동화 오류를 일으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2언어 능숙도에 따라 그 요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0명의 중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30문장
의 목표문장을 구성하였고, 30문장의 점화 자극 문장을 구성하였다. 30문장의 점화
자극 문장 중 15개는 능동형 문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수동형 문장으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점화 자극 문장 및 목표 문장이 두 30개의 필러 문장도 포함시켜
서 총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실험집단 15명은 수동형 문장만 받고,
통제집단에 포함된 15명은 능동형 문장만 점화자극으로 주어졌다.
실험의 절차는, 우선 15분 동안 문장완성하기 과업을 수행하고, 일반적인 외국어
능력 평가를 하는 클로즈 테스트를 10-15분동안 수행하였다. 그 후 약 5분동안 언
어 학습의 배경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Linear Mixed Effects 모델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두 그룹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수동태 문장보다 능동태 문장이 주어지고 목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
을 때 과수동화 오류의 개수가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
로 marginally 유의미하게 발견되었다 (Wald Z = -1.81, p < .07). 하지만, 영어
능숙도에 따른 과수동화 오류의 개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력의 종
류를 능동형 문장을 이용하여야 과수동화 오류가 적어질 수 있고, 과수동화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는 동사 이전에 입력의 종류를 수동형 문장을 사용하면 목표 자극
을 만들 때 과수동화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논의점으로, 수동형 문장을 입력(input)의 종류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과수동화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과수동화 오류를 범하기 쉬운 동사들, 즉 happen, occur, die, appear 등과
같은 동사들을 가르칠 때, 다른 수동형 문장과 함께 가르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구문 환경에서 과수동화 오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과수동화 오류를
입력(input)의 종류로 보여주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력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자에게 통사구조 점화 효과를 적용하여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그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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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를 이용한 통사구조점화 패러다임이 전부이고(McDonough, 2006; Shin &
Christianson, 2012),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에 통사구문점화 효과를 연결시킨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통사구조 점화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통사구조 점화 효과에 의해 영어의 과수동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과학 및 심리언어학에서 사용되어 온 실험 방법, 특히 통사구조
점화 효과의 측정하는 방법은 영어교육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는 통사구조 점화 효과를 통해 효과적인 영어 교수학습법을 모색하고 응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응용한 통
사점화 학습법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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