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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3, 341-360. The current study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a DDL approach with the effects of an explicit approach using 

concordances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ive and receptive vocabulary 

knowledge and reading skills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s caused by the effects of 

the DDL approach over time. The study involved two groups of high school students 

from higher-level clas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independent t-test. DDL was 

more effective for productive vocabulary knowledge over the shorter term. In 

contrast, from the results of a dependent t-test, only DDL was effective for receptive 

vocabulary knowledge over shorter term, while both approaches were effective for 

longer-term productive vocabulary knowledge. Data analysis from a repeated 

measures ANOVA indicat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approaches and time. In addition, DDL was more significant for 

reading skills over a longer-term, an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knowledge and reading ability. Implications for vocabulary instruction in DDL are 

discuss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anbat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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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1991)가 SLA (Second Language Acquision)분야에 소개한 자료 주도 학

습(Data-driven Learning: DDL)은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코퍼스 언어학적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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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용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DDL의 장점 중 하나는 언어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교실로 그대로 가져온다

는 것이다. 이는 코퍼스가 학습자를 실생활에서 사용된 실제 언어 사용 예에 노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습자에게 특정한 언어학적 항목들의 방대한 실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적 어휘지식과 생산적 어휘지식의 관계에 대하여 읽기와 듣기에서 사용하는 수용적 어휘지식은 수용적으로 학습

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 사용하는 생산적 어휘지식은 생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Waring, 1997) 학습된 

수용적 지식이 쌓여 생산적 지식으로 발전한다는 의견(Melka, 1997)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용적 지식이 있어야 

생산적 지식이 되는지도 불분명한데다 수용적 지식에서 생산적 지식으로의 전환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므로(Laufer and 

Goldstein, 2004)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생산적 어휘지식을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DDL을 적용한 교수법이 전통적 교수법에 비하여 어휘지식의 향상에 효과적인지는 여러 연구들(Cobb and Boulton, 

2015; Frankenberg-Garcia, 2014; Vyatkina, 2016)에 의하여 검증되어 왔다. 그에 비하여 다양한 DDL 적용 방법에 따라 

그 효율성에 관심을 둔 연구(Boulton, 2012; Sun and Wang, 2003)는 그다지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교수법 차이에 따른 

DDL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박소연 ‧ 윤현숙, 2009; 이현진 ‧ 이은주, 2010; 홍선이 ‧ 오선영, 2008; 홍지윤 ‧ 윤현숙, 2013)

가 있긴 하지만 효율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코퍼스 자

료를 이용한 명시적 어휘 학습 집단과 DDL 어휘 학습 집단 간에 연어를 이용한 유의어 쌍 구분 활동을 통하여 목표어휘

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어휘 능력을 비교하고 어휘 학습 활동의 영향으로 읽기 능력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DDL의 효율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퍼스 자료를 이용한 명시적 어휘 학습 집단과 DDL 어휘 학습 집단 간에 생산적 어휘지식 및 수용적 어휘지식 

학습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코퍼스 자료를 이용한 명시적 어휘 학습 집단과 DDL 어휘 학습 집단 간에 읽기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가? 

2. 선행 연구

2.1 생산적 어휘지식과 수용적 어휘지식의 관계

수용적(receptive) 지식과 생산적(productive) 지식에 관하여 Waring(1997)은 일본인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이용한 수업 후 1일, 일주일, 3개월 후에 테스트를 하였다. 두 어휘지식을 비교한 결과로 첫째, 생산적 어휘학습이 수용적 

어휘학습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둘째, 수용적 어휘지식 평가 점수가 생산적 어휘지식 평가 점수보다 더 높으며, 셋째, 

수용적 학습에 의해서도 일정량의 생산적 어휘지식이 생기고 반대로 생산적 학습에 의해서도 일정량의 수용적 어휘지식

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넷째, 수용적 어휘지식은 수용적으로 생산적 어휘지식은 생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고, 다섯째, 생산적 어휘지식은 수용적 어휘지식보다 더 빨리 잊혀질(decayed)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용적 어휘지식과 생산적 어휘지식은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Meara, 1990; Nation, 1990)될 수 있는가 아

니면 연속체(continuum)로서 인식되어야 하는가(Henriksen, 1999; Melka, 1997)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Melka(1997)의 경우, 어휘 지식의 증가 정도에 따라 수용적 어휘지식이 생산적 어휘지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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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얼마나 많은 수의 수용적 어휘지식이 쌓여야 생산적 어휘지식으로 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Laufer and 

Goldstein, 2004), 새로운 어휘와 그 어휘의 사용 문맥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출발하는 어휘지식은 학습자에게 심적 어휘 목록

(mental lexicon)의 형태로 저장되고 친숙도가 높아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어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Laufer and Goldstein, 2004; Ryoo, 2009)을 통하여 수용적 어휘에서 생산적 어휘로의 전환이 자

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의 목표 언어 의미를 모국어 의미로 일대일로 등치시켜 가르치는 방

법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휘를 생산해 내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또 학습자는 단어 의미 파악에만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자들은 교실에서 생산

적 어휘를 늘릴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단어를 배우고 활용함과 동시에 장기기억

에의 저장이 더 용이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McCarten(2007)은 아무리 낮은 수준의 학습자라 하더라도 개별적 단어만이 

아니라 연어, 구, 표현, 나아가 문장 등 말뭉치(chunk) 단위를 교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방법들

은 학습자가 더욱 유창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조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2.2 자료 주도 학습(DDL)

코퍼스 자료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실제(authentic) 언어를 교실에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에 대

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코퍼스를 이용한 학습은 EFL 및 ESL 학습자에게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특히 디지털 컴퓨터와 

코퍼스 언어학이 소개된 이래로 언어 교수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매김해 온 ‘콘코던싱(Concordancing)’은 디지털 데이

터베이스에서 어휘 패턴을 처리하는 언어 분석의 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콘코던서(Concordancer)’와 같은 컴퓨터 프로

그램으로 코퍼스를 공부하도록 돕는다. 이제 언어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습자가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와 같은 ‘콘코던서'가 장착된 코퍼스에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직접 접근하여 자료를 스스로 검색

하고 언어 사용의 용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선택된 단어와 그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들의 부분을 보여주는 문맥 

핵심어(Key Word In Context: KWIC)도 ‘콘코던서'를 통해 볼 수 있다. 

자료 주도 학습(Data-driven Learning: DDL)은 제 2 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quisition: SLA) 분야에 

Johns(1991)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언어 교수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Johns가 제시한 관찰(observation) 

– 분류(classification) – 일반화(generalization)의 DDL모형은 학습자로 하여금 ‘콘코던스(Concordance)' 라인에 의해 

제시되는 언어의 특정 현상을 관찰하게 하고, 목표 어휘의 자질에 의해 분류함으로써 관찰된 언어 현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가설을 세우게 한 후,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학습자가 발견한 규칙을 일반화하도록 하는 귀납적 추론 방식

이다. 학습자는 ‘콘코던싱’을 통하여 언어 현상을 직접 다루게 되므로 DDL을 잘 활용하는 언어 학습자는 사실상 실제 언

어학 자료에 접근하는 연구자인 셈이다(Johns, 1991). 

DDL을 적용한 수업 활동 방안은 학습 환경(일대일 수업 대 교실 수업), 학습자의 수준(언어 능숙도와 DDL과의 친숙

도), 수업 주제(어휘 대 담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Gilquin and Granger, 2010). 그러므로 DDL의 수업 적용 시 원래의 코

퍼스 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사용할 것인가와 학습자가 직접 자료 검색을 할 것인가 또는 교수자 주도 활동에서 학습자 주

도 활동으로의 연속선상에서의 단계 선택 등 수업에 적합한 모형을 결정해야 한다. 

‘콘코던스’ 결과 자료를 ‘조작(manipulation)’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콘코던스’를 간단하게 편집한 자료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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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Gabrielatos, 2005)이다. 이에 대해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DDL의 장점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

으나(Boulton, 2009), 초보자에게 DDL에서의 자료의 조작은 필수적이라는 의견(Nesselhauf, 2004)이 우세하다. 초창기 

DDL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인 교수자로 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아 학습자가 직접 코퍼스를 다루는 강한 형태(strong 

version)의 방법과 교수자가 주도하는 ‘콘코던스’ 기반의 활동에 비교적 가까운 수준으로 부터 완전히 학습자가 주도하

는 코퍼스 검색 프로젝트의 수준까지의 범위로 확대하는 DDL 수정안에서의 방법은 각각 ‘Hands-on’ 대 ‘Hands-off’ 

(Boulton, 2012)으로 구분된다. Boulton(2012)은 특히 ‘Hands-on’ 방법이 실현 가능할 수 없는 제도적 맥락에서나 처음 

DDL을 접하는 낮은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Hands-off’의 방법이 더 적합함을 피력해 왔다. 

경험적인 DDL 연구들은 DDL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검증해 왔다. 전자는 DDL이 전통적 

방법에 비하여 어휘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이고 후자는 DDL 방법 유형간의 비교 연구이다. DDL 

연구들의 결과를 양적 메타 분석한 Cobb와 Boulton(2015)은 DDL의 효과성과 효율성에서 효과 크기(effect size)가 유의

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언어 측면에서는 정확도(accuracy)의 향상과 학습자의 언어 생산에서 긍정적인 결과

를 보였고 어휘 문법 측면에서는 이해와 생산 부분에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대다수의 DDL 연구들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중위에서 상위의 언어 숙달도 수준이었다. 

DDL 유형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Sun과 Wang(2003)은 중국인 L1 학습자를 대상으로 귀

납적 ‘Hands-on’ DDL과 연역적 ‘Hands-on’ DDL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쉬운 영어 연어 지식은 귀납적 교수법

이 학습 효과가 더 좋았지만 더 복잡한 영어 연어에는 두 유형간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어 L1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Frankenberg-Garcia(2014)에서는 사전을 이용한 전통적 교수법, 단일 ‘Concordance’ 라인을 제공한 

‘Hands-off’ DDL, 여러 개의 ‘Concordance' 라인을 제공한 ‘Hands-off’ DDL 등 세 그룹의 비교에서 세 번째 교수법이 

영어 연어 교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코퍼스를 어휘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국내 연구들은 DDL 활용 교수법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것과 어휘 지식 뿐 만 

아니라 언어 기술(skills)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수법을 비교한 연구들의 

실험 집단에게는 ‘Hands-off’ DDL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모두 고등학교 여학생들로 상/하 수준 차를 변인으

로 하지 않은 경우는 최상위 수준의 학습자들이었다. 박소연과 윤현숙(2009)은 실험 집단이 정의 중심적 어휘 교수법을 

사용한 통제 집단에 비해 두 어휘지식의 의미보다는 사용에서, 수용적 어휘지식보다는 생산적 어휘지식에서 더 유의미

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현진과 이은주(2010)의 수준별 연구에서는 번역식 어휘과제 교수법과 DDL 교수

법 모두 전체 어휘지식의 향상에 효과가 있고 어휘의 형태, 의미, 사용 등의 세분화된 지식에 대하여 통제 집단에서는 형

태에서만 유의미한 반면 실험 집단에서는 모든 수준의 형태와 하위 수준의 사용에서 유의미하게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 

수준별로 어휘와 문법 교육에 전통적 교수법과 DDL 교수법의 차이를 검증한 홍선이와 오선영(2008)의 연구는 문법에

서는 수준과 상관없이 두 교수법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어 지식에서는 DDL을 적용한 상위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코퍼스를 이용한 어휘 수업이 언어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예로 홍지윤과 윤현숙(2013)은 ‘동사 + 명사’ 연

어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에서 고등학생 쓰기 활동의 오류 교정을 위하여 DDL을 통한 피드백과 교사의 직접적인 피드백

을 받는 두 집단으로 나누고 어휘지식 평가 결과와 오류 수정의 성공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어휘평가에서는 상위 수준

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작문 정확성 평가에서는 수준과 관계없이 DDL을 통한 피드백이 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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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이 사용한 유의어 쌍은 3~7쌍으로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수업은 4차시에서 10차시 동안 이루어

져 그 교수 기간이 충분했는지 고려해 볼 문제이다. 특히 홍지윤과 윤현숙(2013)과 같이 DDL을 적용한 교수법이 어휘지

식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영어 기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비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DDL의 효과성

을 검증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DDL의 효율성을 검증하면서 명시적으로 코퍼스 자료를 사용

하는 어휘 학습반과 ‘Hands-off’ DDL을 적용한 어휘 학습반의 어휘 능력과 읽기 능력을 비교하고 두 집단 간의 정의적 

측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 연구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8년 2학기에 D시 소재 H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중 상위 수준의 두 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의 1학기 영어 기말 고사 평균점수는 각각 93.83, 93.33 점으로 해당 학교에서 상급반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후 어휘 평가

와 읽기 평가에 응하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 최종 연구 참여자는 코퍼스 자료를 이용한 명시적 어휘 학습 집단(이하 명시

적 어휘 학습 반: A반)에서 20명, 자료 주도 학습(DDL: Data-driven Learning) 방법을 적용한 어휘 학습 집단(이하 DDL 

어휘 학습 반: B반)에서 23명이다. 

본 실험 전, 두 반의 영어 능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학기 영어 기말고사의 성적, 사전 어휘 평가, 사전 읽기 평

가 결과를 독립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유의 확률이 0.683, 0.642, 0.696 등으로 모두 유의 수준 p >.05 

범위로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3.2 연구 도구

3.2.1 사전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퍼스인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는 2019년 2월 기준 총 5억 6천여 

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Spoken, Fiction, Popular Magazines, Newspapers, Academic Journals 등 다섯 가지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문을 추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두산, 능률, 옥스퍼드, 동아출

판, YBM, 슈프림 등에서 사전의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영한사전을 사용하였

다. 영영사전은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기반의 collinsdictionary.com과 Random House Webster’s 

Unabridged Dictionary 기반의 dictionary.com을 사용하였다. 두 사전으로부터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에 공통적으로 해

당되는 보편적인 의미 중 한 개의 해당 어휘에서 두 가지 또는 어휘에 따라 둘 이상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목표 어휘 추출을 위하여, 해당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N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 2학기 과정인 5과부터 8과까지의 어

휘 목록에서 구 단위를 제외한 단어 단위의 동사 35개와 형용사 25개를 먼저 추출하였다. COCA에서 각 단어의 유의어 

검색결과의 목록을 교육부가 2015년 고시한 영어과 교육과정 중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서 명시한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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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어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동사 133개와 형용사 98개를 1 학기 말에 사전 조사를 통

하여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의미를 묻고 그 중에 점수가 만점인 어휘를 제외하고 동사와 형용사 유의어 32쌍 64개

의 목표 어휘를 정하였다. 동사 + 명사, 형용사 + 명사에서 각 어휘와 연어 관계인 명사는 어휘 당 4개씩이다. 

3.2.2 수업 도구

명시적 어휘 학습 반(A반)과 DDL 어휘 학습 반(B반)의 어휘 학습 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두 집단의 어휘 학습 활동 비교 

단계 명시적 어휘 학습 반 (A반) DDL 어휘 학습 반 (B반)1)

1 유의어 쌍의 한국어 의미 및 영문 정의를 COCA 발췌 예문

과 함께 제시한다.

유의어 쌍의 한국어 의미나 영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영어 

문장과 한국어 해석을 유의어 쌍 별로 각각 짝지어 본다. 

(A반 4단계)

2 유의어 쌍의 한국어 의미 및 영문 정의를 연결한다. 유의어 쌍의 각 어휘 다음에 위치하여 연어 관계를 이루는 명

사를 모두 찾아 써 본다.

3 연어 관계인 명사와 이루어진 구 단위로 표현의 의미를 한

국어로 쓴다. 

두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의 영문 정의를 함께 제시한 후 두 

영어의 예문을 통하여 유추된 결과로 어떤 정의가 단어와 맞

는지 연결하게 한다. (A반 2단계 변형)

4 영어 문장과 한국어 해석을 유의어 쌍 별로 각각 짝지어 본다. 두 단어의 우리말 뜻을 유추하여 써 본다. 

5 3단계와 반대로 한국어로 제시된 표현을 영어로 쓴다. 목표어휘의 한국어 의미를 유추하는 인지적 과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선택지로 확인해본다. 

①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② 이 활동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다.

③ 이 활동 후에 추측했지만 자신이 없다. 

④ 아직도 잘 모르겠다.

6 두 목표어휘를 빈칸으로 하여 두 어휘 중에 선택하여 문장

을 완성한다. 

각 문장을 KWIC 형태로 분리한 뒤 서로 연결하여 문장을 완

성하게 한다. 

7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를 실시한다. 두 목표어휘를 빈칸으로 하여 두 어휘 중에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A반 6단계) 

8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를 실시한다. (A반 7단계) 

3.2.3 어휘 및 읽기 평가 도구 

어휘지식 평가2)는 의미 중심의 수용적 어휘지식과 생산적 어휘지식을 평가하였다. 수용적 어휘지식 평가는 Schmitt 

et al.(2001)의 VLT (Vocabulary Level Test)를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3개 어휘의 영문 의미를 묻는 문

제 1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사전, 사후 평가에서는 10세트, 30문항으로 중간 평가에서는 6세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생산적 어휘지식을 평가는 각 세트별로 목표 어휘가 동사인 문장 3개, 형용사인 문장 2개를 주어진 단어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넣어 완성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 보기는 동사와 형용사 각 1개 씩 추가 배치하여 연결에 의한 추측 가능

성을 차단하였다. 

1) 부록 1 참조

2)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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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평가3)의 문제 유형은 문법에 초점을 맞춘 어법 문제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수능과 같은 유형으로 각 과별 7문항

씩 출제되었다. 사전, 사후 평가는 28문항, 중간 평가는 14문항이다. 

3.3 연구 절차

본 실험 이전에, 목표어휘 선정을 위하여 1학기 말 7월에 2일 동안 실험 집단 두 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어휘지식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는 Paribakht과 Wesche(1997)의 VKS에서 착안하여 간략하게 변형하여 수정 보완하고 0 ~ 

6 점 척도로 채점한 후에, 교수자가 다시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만점인 6점을 받은 어휘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휘를 대

상으로 목표어휘를 정한 후 COCA에서 목표 어휘의 유의어 쌍을 추출 하였다. 그 다음, <그림 1>과 같이 COCA의 

‘Compare’ 기능을 사용하여 두 유의어의 배타적 연어가 되는 명사를 검색하여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1. Compare 검색 - 형용사 그림 2. Compare 검색 결과 일부 - 형용사

위 <그림 2>에서 rough 의 연어 관계 명사로 빈도수 1. seas, 4. estimate, 7. sketch, 12. diamonds 등 4개를 선정하고, tough 의 

연어 관계 명사로는 빈도수 1. decisions, 2. choices, 6. fight, 11. task 등 4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연어가 

포함된 문장을 각각 2문장씩 추출하여 수업도구를 제작하였다. 

수업은 2학기 동안 1주에 4차시씩 이루어졌다. 4개 과에 이르는 어휘 학습 활동은 각 과별로 8회씩 진행 되었으며 전체 

수업 중 시작 부분에 10분씩 할애되었다. 활동은 4인이 한 모둠인 협동 활동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역할은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적 지지자였고 되도록 학습자 주도의 학습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3.4 자료 분석

실험에 사용된 자료 통계 분석에는 SPSS vol. 24가 사용되었고 모든 자료 분석의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지식과 읽기 능력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시기 별로 독립 t 검정을 이용하

3)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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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고 사전, 중간, 사후에 실시된 평가의 점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응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3회에 

걸친 평가 결과 평균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를 사용하였다. 어휘 학습 활동이 읽기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평가 점수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어휘 평가 결과

4.1.1 집단 간 비교

중간 평가 결과,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지식 모두 B반의 평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생산적 

어휘지식으로 유의 수준이 0.011으로 나타났다. 중간 어휘 평가 결과의 독립 t 검정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간 어휘 평가 반별 비교

어휘 평가 유형 반  n M SD df t p

수용적 어휘지식 
A 반 20 59.72 30.79

41 -1.513 0.138
B 반 23 71.5 19.7

생산적 어휘지식 
A 반 20 31 26.69

41 -2.678 0.011*
B 반 23 49.57 18.51

* p<.05

어휘 평가 사후점수는 수용적, 생산적 어휘지식 모두에서 두 반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A

반의 활동지를 통하여도 학습자들이 목표어휘와 연어 관계의 명사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

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A반 활동지의 6단계와 B반 7단계는 주어진 문장의 빈칸을 유의어 쌍의 단어 중에 선

택하여 완성하는 활동으로 유사하지만 A반은 해석을 보고 어휘를 생산해 내는 활동이고 B반은 연어 관계의 명사를 중심

으로 어휘를 생산해 내는 활동이다. A반의 경우 중간 평가 때까지만 해도 해석에 의지하여 문장을 완성하였으나 사후 평

가를 실시 할 즈음에는 목표 어휘와 연달아 나오는 연어 관계의 명사를 더욱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B

반을 위해 설계된 DDL 학습법이 역설적으로 A반의 활동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4.1.2 집단 내 사전 / 중간 / 사후 비교

각 반의 수용적 어휘지식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 t 검정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A반은 평균점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다. 반면, B반은 사전 / 중간 대응 t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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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용적 어휘지식 사전 / 중간 / 사후 대응 t 검정 결과

A 반 B 반

 n M SD df t p  n M SD df t p

사전 20 56.5 31.78
19 -0.489 0.631

23 61.16 21.62
22 -2.288 0.032*

중간 20 59.72 30.79 23 71.50 19.70

중간 20 59.72 30.79
19 -0.118 0.907

23 71.50 19.70
22 0.374 0.712

사후 20 60.5 31.81 23 69.28 25.08

사전 20 56.5 31.78
19 -0.620 0.543

23 61.16 21.62
22 -1.497 0.148

사후 20 60.5 31.81 23 69.28 25.08

* p<.05

다음 <그림 3>은 3회에 걸친 반별 수용적 어휘지식의 평가 결과를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4>는 중간 결과

를 제외하고 단지 사전과 사후의 결과만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3. 수용적 어휘지식 평가(I형) 결과 추이 1 그림 4. 수용적 어휘지식 평가(I형) 결과 추이 2

<그림 3>에서 B반은 중간에 비해 사후 점수가 수치상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사전과 사후의 결과만을 

비교한 <그림4 >에서 결과적으로 사후에 사전보다 점수가 더 향상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반과 B반의 차이가 사전에 

비하여 사후에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B반의 활동지 구성이 A반에 비하여 수용적 어휘지식을 습득하고 기억하는 

데에 더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산적 어휘지식에 대하여, A반은 중간 평가에서 점수가 약간 하락하였으나 사후에 중간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사전과 사후의 점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반은 중간 점수부터 사전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 점수는 중간에 비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치상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두 반의 생산적 어휘지식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 t 검정 결과

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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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산적 어휘지식(IV형) 사전 / 중간 / 사후 대응 t 검정 결과

A 반 B 반

n M SD df t p  n M SD df t p

사전 20 40 25.87
19 1.160 0.260

23 22.03 23.31
22 -5.755 0.000*

중간 20 31 26.69 23 49.57 18.51

중간 20 31 26.69
19 -6.413 0.000*

23 49.57 18.51
22 -1.118 0.276

사후 20    67.5 20.62 23 55.87 20.92

사전 20 40 25.87
19 -4.896 0.000*

23 22.03 23.31
22 -6.057 0.000*

사후 20    67.5 20.62 23 55.87 20.92

* p<.05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나타난 생산적 어휘지식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d ANOVA)를 사용하였다. 생산적 어휘지식 평가에서 구형성 가정을 유의확률 0.670 (p>.05)으

로 만족시킨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생산적 어휘 지식 시기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간

절편 252240.84   1 252240.84

0.536 0.47반 434.42   1 434.42

오차 33232.72 41 810.55

집단 내

시험시기 21175.74   2 10587.87 28.74 0.00*

시험시기 * 반 8154.76   2 4077.38 11.07 0.00*

오차(시험시기) 30210.51 82 368.42

* p<.05

<표 5>에 의하면, 집단 내 결과에서 시험시기(F = 28.74, p<.05)뿐만 아니라 시험시기와 두 그룹의 어휘 학습 방법의 

상호작용 효과(F = 11.07, p<.05)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반별 사전, 중간, 사후 결과를, 

<그림 6>은 두 반의 사전, 사후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5. 반별 생산적 어휘지식 평가 결과 추이 1 그림 6. 반별 생산적 어휘지식 평가 결과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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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어휘지식 평가는 반별 독립 t 검정 비교(<표 2>)에서도 중간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림 5>에

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 평가 결과를 제외하고 단지 사전, 사후의 결과만을 비교하면 A반과 B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상승한 결과를 다시 한 번 <그림 6>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표 4>, <표 5>와 <그림5>, <그림6>을 종합해 보면, 두 

반 모두 장기적으로 생산적 어휘지식의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에는 DDL 학습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읽기 평가 결과 

읽기 평가는 사전, 중간, 사후에 걸쳐 실시되었고 수업 진도에 따라 중간 평가는 5과, 7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

전, 사후에는 전체 4개 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시험 문항은 수능과 같은 유형으로 각 과에서 동일한 문항 수씩 출

제되었기 때문에 사전, 중간, 사후의 평가 결과를 비교할 때는 5과와 7과의 문항 수만을 비교하고 사전, 사후의 비교는 전

체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4.2.1 집단 간 비교

전체 읽기 평가에 대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0.696으로 두 반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

과 중간 평가에서는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전, 중간, 사후 평가의 독립 t 검정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읽기 평가 사전 / 중간 / 사후 독립 t 검정 결과 비교 

반 n M SD df t p

사전
A 반 20 78.57   17.5

41 -0.878 0.385
B 반 23 82.61 12.53

중간
A 반 20 87.21 15.65

41 -1.363 0.180
B 반 23 92.24   7.74

사후
A 반 20 75.36 22.53

41 -2.025   0.049*
B 반 23 86.34 12.17

* p<.05

4.2.2 집단 내 사전 / 중간 / 사후 비교

각 반의 사전, 중간, 사후 대응 t 검정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읽기 평가 사전 / 중간 / 사후 대응 t 검정 결과

A 반 B 반

 n M SD df t p  n M SD df t p

사전 20 78.57 17.5
19 -2.110   0.048*

23 82.61 12.53
22 -3.406   0.003*

중간 20 87.21 15.65 23 92.24 7.74

중간 20 87.21 15.65
19 2.804   0.011*

23 92.24 7.74
22 2.061 0.051

사후 20 75.36 22.53 23 86.34 12.17

사전 20 78.57 17.5
19 0.535 0.599

23 82.61 12.53
22 -1.664 0.110

사후 20 75.36 22.53 23 86.34 12.1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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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의 사전 / 중간, 중간 / 사후 평가의 대응 t 검정 결과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에 비하여 중간 점수는 유

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중간에 비하여 사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전과 사후 평

가 점수의 차이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치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중간 평가의 경우 2개 과에 대

하여 14문항의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4개 과에 대하여 28문항의 시험을 치른 사전 사후 평가보다 부담이 덜 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정규 기말고사 이후에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학습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B

반에서도 사전 / 중간 평가의 대응 t 검정 결과는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 / 사후 평가 결과는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점수는 하락하였다. 다만 A반과 달리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수치상 상승한 결과

를 보였다.

읽기 평가에서 구형성 가정을 유의확률 0.652 (p>.05)로 만족시킨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집

단 내 결과, 시험 시기에 대하여 F값이 18.5 (p = 0.00)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읽기 평가 시기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간

절편 829554.93 1 829554.93

2.625 0.11반 927.03 1 927.03

오차 14480.64 41 353.19

집단 내

시험시기 5716.04 2 2858.02 18.501    0.00*

시험시기 * 반 287.42 2 143.71 0.93 0.4

오차(시험시기) 12667.4 82 154.48

* p<.05

다음 <그림 7>은 두 집단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의 결과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전과 사후 결과만을 나타

낸 <그림 8>의 그래프에서 결과적으로 A반의 점수는 소폭 하락되고 B반의 점수는 향상되어 두 반의 점수 차의 폭이 사

전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반별 읽기 평가 결과 추이 – 5과 / 7과 1 그림 8. 반별 읽기 평가 결과 추이 – 5과 / 7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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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읽기 평가에 대하여 사전, 사후 대응 t 검정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A반은 사전 / 사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사전에 비하여 사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반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읽기 전체 평가 반별 사전 / 사후 대응 t 검정 결과 비교

반  n M SD df  t p

A반
사전 20 73.57 16.73

19 0.210  0.836
사후 20 72.32 21.92

B반
사전 23 75.47 14.85

22 -2.276   0.033*
사후 23 81.52 9.24

* p<.05

이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이 그래프는 5과와 7과의 사전, 사후 평가를 비교했던 그래프인 

<그림 8>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 반별 읽기 평가 결과 추이 - 전체

4.2.3 어휘 평가와 읽기 평가의 상관관계

다음 <표 10>은 두 집단의 어휘 평가와 읽기 평가 간의 시기 별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시기별 어휘 평가와 읽기 평가의 상관관계 

A반 B반 

사전 중간 사후 사전 중간 사후

Pearson 상관계수   .544*   .746** .343   .711** .251  .459*

유의확률(양쪽) .013 .000 .139 .000 .247 .028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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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은 사전 어휘 / 읽기 평가 간에 유의수준 .05 미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 평가 간에는 유의

수준 .01미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평가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후 평가 간에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반은 사전 어휘 / 읽기 평가 간 유의수준 .01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중간 평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사후 평가 간에는 유의수준 .05 미만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집단의 어휘 평가와 읽기 평가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두 집단 모두 실험이 시작되

기 전의 평가에서 어휘 평가와 읽기 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휘 평가와 읽기 평가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간 평가에서 A반에서는 두 평가 간의 상관관계가 있고 B반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에

서 명시적인 어휘 학습법이 비교적 단시간에 읽기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후 평가에서 A반에서는 두 

평가 간의 상관관계가 없고 B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아 DDL 어휘 학습법이 비교적 장기간 후에 읽기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상위 수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코퍼스 자료를 이용한 명시적 어휘 학습 집단과 DDL 어휘 학습 

집단 간에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 습득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 그 어휘 능력에 따른 읽기 능력에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어를 이용한 유의어 쌍 구분 활동을 통한 어휘 학습 활동이 목표 어휘의 수용

적 지식과 생산적 지식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반의 수용적 어휘지식과 생산적 어휘지식을 비교한 

결과, 단기간에 DDL 학습법이 생산적 어휘지식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시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DDL학습법은 수용

적 어휘 지식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코퍼스를 활용한 두 반 모두에서 생산적 어휘 지식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단기간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명시적인 학습방법 보다 DDL 학습법이 더 효율적이었다. 

둘째, DDL 적용의 어휘학습법이 읽기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고 특히 장기간으로 갈수록 명시적 어휘 학습반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어 쌍 학습 통한 유의어 구분 능력이 읽기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DDL 어휘 학습법이 장기간에 걸쳐 읽기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DDL의 효율성 및 DDL 어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어 기술(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험 후 발견된 몇 가지 제한점을 통하여 앞으로 DDL을 적용한 어휘 교수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코퍼스활용 수업에서의 가장 큰 관건인 교수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이

다. 이번 실험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교수자는 어휘 학습 활동의 성격과 취지를 

설명해 주고 자율적인 학습자 활동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만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활동이 끝난 후 자료 분석의 결과에 대

하여 답만 맞추었을 뿐 교수자의 후속 수업을 제한하였고 활동 직후 활동지를 취합하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장기간 기억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DDL 적용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적인 활동 후에 

교수자의 명료한 설명을 가미한 후속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인 테스트나 다른 활동을 

통해 학습한 어휘의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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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집단 모두 협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 협동 활동에 적합한 추가적인 활동지의 구성 및 운용의 차별적 적용이 필

요하다. 이번 실험에서 DDL 어휘 학습반의 경우 자료 분석을 혼자 하는 것보다 모둠 내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방

법이 더 효율적이었으나 명시적인 어휘 학습반의 경우는 혼자 혹은 짝과의 활동만으로 충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둠 

내에 구성원이 서로 다르게 편집된 활동지를 가지고 각자 과업을 수행한 후 다 같이 협동하여 풀 수 있는 과업을 할 수 있

는 입체적인 활동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DDL 어휘 학습반은 처음부터 협동 활동을 할 경우 모둠 내에 더 잘하는 

구성원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각자 분석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의견을 공유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

을 요한다.

셋째, 원어민 화자의 실제(authentic) 구어와 문어체 영어인 코퍼스 자료 자체도 훌륭한 교육 자료인데다 ‘Hands-off’ 

DDL 수업을 위해 코퍼스에서 어휘 자료 추출부터 예문 선택과 활동지 제작까지 사전 수업 준비에 쏟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전체 수업 중 어휘 교수에 할애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제작된 수업 자료가 일회성에 그치

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휘지식의 향상만을 어휘 활동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영어 기술에의 응용을 위하여 각 기술에 어떻게 연계하여 교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외국어 학습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져 영어 교육에 코퍼스라는 훌륭한 도구가 건설적으로 활용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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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업 도구 예시 일부분 - DDL 어휘 학습반(B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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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어휘 평가 도구 예시 일부분

1. 수용적 어휘지식 평가

2. 생산적 어휘지식 평가

부록 3. 읽기 평가 도구 예시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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