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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에서의 연어학습

조현진 고정민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동사 명사 연어학습
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때와 암시적으로 가르칠 때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조사하였다 연어학
습에 대한 사전 사후 그리고 지연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방법에 상관없이 연어학습이 발생하면 학습자의 연어능력이 향상되었다 명시적 교수는
사전 사후 검정뿐 아니라 지연된 사후 검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나타나 장기기억에 저장되었다 그러나
암시적 교수는 예상과 달리 사후 효과는 보였으나 지연된 사후 검정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아 단기
기억으로 국한되었다 학습자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명시적 교수는 학습자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었지
만 암시적 교수는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력이 낮은 경우에
는 암시적 방법보다는 명시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핵심어 명시적 암시적 연어 형태초점교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xplicit and implicit instruction on learning verb plus noun
collocation. Thirty-one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targeted collocation was measured in pre-tests, followed by implicit and explicit instruction. Thirty-minutes
later, students took post-tests, and then they took delayed post-tests in a week. In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ents showed improvement both in implicit and explicit instruction. Specifically, explicit instruction was
effective both in post-test and delayed post-test whereas implicit instruction was effective only in post-test.
Also, low-level students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in implicit instruction whereas high-level students
showed benefits both from explicit and implicit i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mplicit instruction
should be avoided for low-leve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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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연구는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유창성 외에도 정확성과 관련된 언어형태에 대한 연구
는 문법을 중심으로 명시적 방법과 암시적 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1][2]. 제2언어
습득에서 문법만큼이나 연어(colloc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연어가 영어의 유창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3-7]. 연어가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교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제시 없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기계
적인 암기에 치중하고 있다[8]. 코퍼스(corpus)의 등장으로 어휘는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함께 나타나는 의미단위 묶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어(collocation)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Bahns[9]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어휘적 연어 중 동사와 명사의 연어를 집중해서 연어를 명시적 그
리고 암시적으로 지도했을 경우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문헌연구
형태초점교수에서 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
의미중심의 접근에서 언어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형태초점학습의 효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
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형태초점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형태초점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있는데 언어형태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의 명시성에
따라 명시적 교수와 암시적 교수로 나뉘며 형태에 대한 초점을 의사소통 활동과 분리해서 제시해
야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에 따라 독립적인 형태초점과 통합적인 형
태초점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언어형태 중 문법에 대한 명시적 교수와 암시적 교수의 효과는
초기 메타분석
을 통해 명시적 교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와
는 문법을 단순한 문법과 복잡한 문법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여
기서도 단순한 문법과 복잡한 문법 경우에서 모두 명시적 교수의 효과 크기
가 더 크다
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발음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되면서 발음 교육의 경우에도 명
시적 교수의 효과가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문법과 발음 외에 단어 특히 연어
에
대한 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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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collocation)라는 용어는 Firth[15]가 단어의 의미는 함께 사용되는 단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Sinclair[16]는 연어가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동시에 나타나는 두 단어
혹은 세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에서 말덩어리(chuncks)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연어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제2언어학습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부분이라고 보
고되고 있다[17].
학자들마다 연어의 유형 분류는 다르다. Hill[18]은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강도에 따
라 특정 단어 이외에는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독자적인 연어, 두 단어 간의 결합이 드
물지만 강한 연어, 두 단어가 흔하고 예측 가능한 결합을 하는 약한 연어, 그리고 다른 단어와도
함께 결합되기도 하는 중강도 연어로 구분하였다. Hill[18]은 말과 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중강도 연어를 어휘 학습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19]에서는 지배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가 전치사나 절 혹은 부정사와 연결되는 문법
적 연어와 문법과 무관하게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내용어로만 연결되는 어휘적 연어로 구분
하였다. Bahns[9]는 문법적 연어보다 어휘적 연어가 수가 많고 배우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방법
참여자 및 실험절차
서울의 양천구 소재의 중학교 학년 학생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치룬
시험을 바탕으로 영어수준에 따라 상위 학생 명과 하위 학생 명으로 나뉘었다 본 실험을 위
하여
동사를 중심으로 명사구가 결합된 연어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하였
고 이틀 후 수업의 처음 분 동안은 암시적 교수로 나머지 분은 명시적 교수로 연어를 학습하
도록 하였다 연어지도를 한 후 분 동안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휴식 후 학습했던 연어에 대한 시
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료 및 교수방법
와
에 따르면 연어 연구에서 과제의 형태는 커다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
고 형태초점교수에 대한 접근도 의미를 중심으로 하면서 형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에 의거
하여 연어 지도를 위한 도구로 읽기 지문을 선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교과서와
그리고
에
서 연어 유형 중 동사 명사구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연어와 읽기 지문을 선정하였다
영어교육 석사학위 중에 있는 대 여교사가 동사 명사 연어에 대한 명시적 그리고 암시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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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였다 암시적인 교수에서는 목표 연어 형태를 이탤릭체나 굵은체로 표기하여 입력 강화
장치를 사용한 읽기자료를 학습자가 읽도록 하였다 명시적 교수에서는 읽기
자료에 연어표현을 한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어 표현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사전평가는 총 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때 학생들이 정답을 완전히 알고 선택했는지 정답
이라고 생각되는 가지 항목 중 선택한 것이었는지 혹은 정답을 모르고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와
에서 사용된 기법으로 각 교수법의 효과의 정확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용되었다
사후평가도 사전평가와 같은 유형으로 제작되었고 암시적 교수와 명시적 교수에 관련된 문항이
각각 달랐다 평가시간은 분으로 사전평가 시간과 동일했다 사후평가 일주일 후에 실시된 지연
된 사후평가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문항의 순서를 바꿔 테스트 반복의 효과를 줄였다

자료분석
연어학습에 대한 명시적 교수와 암시적 교수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앞으로 배우게 될 연어
에 대한 사전 검사와 학습했던 연어에 대한 사후 검사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었던 지연된 사후검
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나온 점수를
을 구동하여 기술통계 짝지은 표본 검정
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검사에서 정답에 대한 확신성을 조사
하였고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어학습 효과
참여 학생 명의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 검사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사전 사후 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검사 점수
사후검사 점수
지연된 사후검사 점수

M

8.77
11.74
9.94

SD

2.872
3.741
4.016

사전 검사 점수 평균은 8.77점이었고, 사후 검사에서는 11.74점 그리고 지연된 사후검사에서는
9.94점이었다.
명시적 교수와 암시적 교수와 상관없이 목표 연어형태에 대한 학습 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를 비교하여 연어교수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짝지은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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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t = 5.955, p < .05)하게 나와 연어 교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일
주일 후에 실시한 지연된 사후 검사에서도 학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t = 2.187, p > .05).
표 연어학습의 효과
사전-사후 검사
사전-지연된 사후 검사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M

SD

2.968
1.161

t

2.775
2.956

p

5.955
2.187

.000*
.037*

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에서 사전 사후 효과
목표 연어에 대한 명시적 교수의 경우 사전-사후 효과를 살펴보면 명시적 접근이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t = 6.628, p < .05). 이는 명시적 교수를 받고 일주일 후에 실시된 지연된 사후 검정
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 = 3.024, p < .05). 명시적 교수에 반해 암시적 교수의 효과는
사후 검정에서는 나타났으나 지연된 사후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다.
표 명시적 연어 교수와 암시적 연어 교수의 효과
-사후 점수 차이
명시적 교수 사전
사전-지연된 사후 점수 차이
-사후 점수 차이
암시적 교수 사전
사전-지연된 사후 점수 차이

M

2.258
1.129
.710
.032

SD

1.897
1.962
1.657
1.888

t

6.628
3.024
2.384
.095

p

.000*
.003*
.024*
.925

학습자가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선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 밑에 체크한 정답의
확신성을 분석한 결과도 표 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학습자의 정답에 대한 확신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명시적 연어 교수와 암시적 연어 교수의 효과
-사후 점수 차이
명시적 교수 사전
사전-지연된 사후 점수 차이
-사후 점수 차이
암시적 교수 사전
사전-지연된 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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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290
.935
1.097
.258

SD

1.953
1.806
1.758
1.460

t

6.531
2.884
3.474
.984

p

.000*
.007*
.00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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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에서 학습자 수준별 사전 사후 효과
명시적 교수와 암시적 교수의 효과를 가르친 직후 수준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보면 명시적 교
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암시적 교수는 차이를 보였다(df = 1 , F = 4.598, p < .05). 여기서 성적이
높은 상위 그룹 학생에게는 암시적 접근이 효과를 보였지만, 성적이 낮은 하위 그룹 학생에게는
암시적 교수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에서 학습자 수준별 사전 사후 효과
명시적 교수
암시적 교수

그룹 간
그룹 내
합계
그룹 간
그룹 내
합계

SS

2.512
105.423
107.935
11.276
71.111
82.387

df

1
29
30
1
29
30

MS

2.512
3.635
11.276
2.452

F

p

.691

.413

4.598

.041*

그러나 목표 연어를 가르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실시된 지연된 사후 검정에서는 명시적 접
근과 암시적 교수 모두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결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사와 명사가 결합된 연어 교육에서 명시적 접근이 더 효과
가 있는지 아니면 암시적 접근이 더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
근과 관계없이 연어를 가르치면 학습효과가 나타났다. 명시적 교수는 사후 및 지연된 사후에서 모
두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암시적 교수는 사후에서만 효과를 보였고, 지연된 사후에서 효과
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암시적 방법으로 학습한 내용이 장기기억에 보존되
기 때문에 암시적 교수가 효과적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명시적
학습방법이 단기기억 뿐 아니라 장기기억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수준이 높은 학생은 명시적 방법 뿐 아니라 암시
적인 방법에서도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수준이 낮은 학생이 연어 학습 후 배운 내용에 대하여 즉
각적으로 시험을 치룰 경우에는 암시적 방법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영어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학습방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암시적 연어 학습방법은 지양되어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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