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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PSTM), learning styles, and oral repeti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of English vocabulary. Two groups had different 

treatments (semantic learning and oral repetition) and vocabulary 

learning was assessed in spelling, meaning, and production twice, 

immediately after the learning sessions and two weeks thereafter. The 

results reveal that oral repetition and the PSTM capacity affected the 

vocabulary learning significantly, but not learning styles. The students 

with a higher PSTM capacity learned significantly more words but didn't 

remember them better for a longer period than those with a lower PSTM 

capacity. No clear effects of learning styles were noted, while the PSTM 

capacity of auditory learners was higher than that of visual learners. The 

oral repetition group learned significantly more words than those who did 

only semantic learning, which suggests the usefulness of oral repetition 

in learning new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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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어휘는 언어학습의 기 이다(Nation, 2001). 하지만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움

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Krashen, 1989). 제 2언어의 어휘습득에 한 연구는 90년

 이후 활발해졌는데, 최근 음운단기기억이 문자-음소의 일치를 배우고 새로운 단어

를 습득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Baddeley, Gathercole & 

Papagno, 1998; Gathercole, Hitch, Service & Martin, 1997; Gathercole, Willis & 

Baddeley, 1991). 그러나 이에 련된 국ㆍ내외 연구는 언어나 읽기 장애를 가진 아동

들의 음운단기기억 수행에 한 언어병리학이나 심리학  연구가 부분이고(김수경, 

2000; 이은주, 2002; Cheung, 1996; Gathercole & Adams, 1993; Gathercole & 

Baddeley, 1989; Gathercole et al., 1997; Thorn & Gathercole, 1999), 구체 으로 정상

인 인지능력을 가진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학습에서 음운단기기억의 역할에 한 

연구는 Baek(2004) 등을 제외하고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Ellis와 Beaton(1993)의 

연구는 제 2언어 어휘를 학습할 때 구두반복학습의 정  효과가 음운단기기억의 메

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그러나 이에 한 연구는 한국 고등학

생을 상으로 실험 연구한 Baek(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새로운 어휘가 제시되는 언어 유형(구두 는 문자언어)도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성향(학습 성향)과 음운단기기억  구두

반복학습이 외국어 어휘학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어 어휘학습에 있어서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자 성향  구두반복학습이 새로운 어휘의 형태와 의미 학습에 장 단기 으로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학교 3학년 2개 반을 상(실

험  통제집단)으로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자 성향을 측정한 후 실험집단은 새로

운 어휘의 구두반복학습을 하고 통제집단은 의미 심활동을 한 후, 사후 어휘 장 단기 

평가를 통해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자 성향과 구두반복학습과의 계를 살펴보

고, 아울러 실험집단의 심화면담 분석을 통해 한국 학교 학습자들의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어 어휘 구두반복학습에 한 교육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  배경

1. 음운단기기억과 Baddeley와 Hitch(1974)의 작동기억모델

음운기억은 음운처리과정의 한 부분으로 음소정보를 임시기억 장소에 효율 으로 

장하여 이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agner, Torgesen, Rashotte, H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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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er, Burgess, Donahue, & Garon, 1997). 한 기억에 자료를 효율 으로 장하

기 해 음성이나 문자언어를 소리에 기 한 표상체계로 재부호화(phonetic 

recording)하는 것으로 언어 작동기억(verbal working memory) 등의 명칭으로 통용

되기도 한다(조증열과 이강은, 2004). 

L2 어휘학습에서 음운단기기억의 역할에 한 이론  토 를 제공하는 표 인 

모델은 Baddeley와 Hitch(1974)의 작동기억모델이다. Baddeley와 Hitch는 단기기억 

체계를 설명하고자 작동기억의 다 성분 모델(multi-component model)을 제안하

는데,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세 가지 하  구성요소는 앙 집행부(central 

executive), 시공간 잡기장(visuo-spacial sketch pad), 음운회로(phonological loop)이

다. 앙 집행부는 통제처리 과정 기능과 략들을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제한된 

용량의 인지  근원으로, 작동기억과 장기기억을 재하고 두 개의 종속 제어장치인 

시공간 잡기장과 음운회로를 조정한다. 시공간 잡기장은 작동기억에서 시각 ㆍ공간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데 여하며, 음운회로는 언어정보의 임시  기억을 담

당한다. 

<그림 1> Baddeley와 Hitch의 작동기억모델 (Gathercole & Baddeley, 1993, p. 4)

Visuo-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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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ddeley의 음운회로모델 (Gathercole & Baddeley, 199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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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구성요소  어휘  읽기 발달과 상 성이 높은 역은 음운회로인데, 

<그림 2>와 같이 음운회로는 음운 장소(phonological short-term store)와 내  되

뇌기 과정(subvocal rehearsal)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음운 장소는 언어정보를 

일정시간(약 2 )동안 일시 으로 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음운 장소에 음운부호로 

표상된 기억 흔 은 등록되자마자 쇠잔되기 시작하여 2  정도가 지나면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내  되뇌기 과정이란 음운 장소에 일시 으로 장된 언어정보

를 머릿속에서 되뇌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억흔 이 완 히 쇠잔하여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음운 장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담당한다(김수진, 

김정연, 이혜란, 2004; 도명기, 김정삼, 2001). 이러한 음운회로의 개념은 음운기억의 

변인인 음운 유사성 효과, 련없는 말 효과, 단어 길이 효과, 조음억제를 설명하는 데 

기 가 된다. 음운 유사성 효과란 유사한 말소리가 포함될수록 음운기억 수행이 하

되는 상을 말하고, 련없는 말 효과란 시각  제시 후 회상과제 수행 시 련없는 

말을 들으면 과제 수행이 조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음운 장소에 련없는 말에 

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서 단기기억폭이 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음운단기기억 

연구에서 요한 변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어 길이인데, 단어 길이 효과란 단어 길

이가 증가할수록 음운기억의 수행이 하되는 상을 말한다. 이는 발음에 있어서 짧

은 단어가 긴 단어보다 회상이 우수하다는 것이다(Baddeley, Thomson, & Buchanan, 

1975). 를 들어 단어를 순차 으로 회상할 경우 조음시간이 짧은 단어( 를 들어서, 

‘key,’ ‘car’ 등)를 포함하는 목록을 회상하는 것이 긴 단어( 를 들어서, ‘student,’ 

‘notebook’ 등)를 포함하는 목록을 회상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 기억폭

의 크기에 결정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조음억제는 시각 으로 제시

된 항목을 발음해보는 것을 억제하면 음운 유사성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조음억제는 제시된 시각 정보를 음운 장소에 음운 부호로 표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Badddeley, Gathercole, Papagno (1998)는 

음운회로가 언어학습 장치라고 주장하면서 음운회로의 기능은 친숙한 단어를 기억하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 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장기

기억으로 가기 에 음운회로가 짧은 시간동안 새로운 언어정보를 유지시켜주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음운회로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 다는 에서 음운단

기기억이 새로운 어휘의 학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학습 성향의 정의와 분류

학습자는 선호하는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 환경을 

감지하고, 상호 하며, 그 환경에 반응하는가에 한 비교  안정된 척도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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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성이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한 

일반 인 성향이다(Brown, 2000; Skehan, 1991). 한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수행하면

서 자신의 행동과 성격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으로 자주 보여주는 특성이기도 하

며(Garger & Guild, 1984), 학습자의 인지 , 정의 , 생리  스타일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Keefe, 1979).

학습 성향 측정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리 사용되

는 ‘Learning Style Inventory’(Dunn, Dunn, & Price, 1975)가 있고 정의 /기질  측

면에서 학습 성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가 있다(Myers, 1962). 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성향을 청각 , 시각 , 

감각 으로 분류하는 O'Brien(1990)의 학습 성향 측정도 있고, 주어진 학습 상황에 따

라 학습자가 어떠한 신체  감각을 활용하는가를 기 으로 분류하는 시각 , 청각 , 

운동감각 (kinesthetic), 각 (tactile) 즉, 직 경험(hands-on)으로의 분류도 있다. 

를 들어서, 시각 측면을 활용하는 학습자라면 책이나 비디오와 같은 시각자료를 활

용하여 학습할 때 가장 큰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청각 측면을 활용하는 학

습자라면 테이 와 같은 청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으로 읽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

이다(Oxford & Nam, 1998; Reid, 1998). 

이와 같이 학습자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다르므로 학습의 효과를 높

이기 해서는 학습자 성향에 맞는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  학습 성향을 가진 학습자가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으며 새로

운 단어를 구두로 반복 학습하는 시각  학습자보다 청각  학습자에게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학습자 성향과 음운단기기억  구두반복학습의 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Reid(1998)의 지각  학습 성향 분류 에서 시각 /청각  

분류를 기 로 하여 이에 합한 측정방법인 O'Brien(1990)의 학습 성향 선호 분류표

(The Learning Channel Preference Checklist)를 사용하 다.

III. 선행 연구

1. 음운단기기억과 어휘학습에 한 연구

제2 외국어 습득과 심리학의 많은 연구에서 음운단기기억이 어휘습득에 요한 역

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실험 상의 연령(아동/성인) (Gathercole & 

Baddeley, 1989), 인지 인 능력(단기기억이 정상인 사람/단기기억에 손상을 입은 비

정상 인 사람) (Gathercole & Baddeley, 1990), 학습되는 언어(L1/L2) (Cheung, 

1996; Service, 1992)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Baek, 2004),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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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와 련된 단기기억이 정상인 다양한 연령층에 한 L1 는 L2 연구를 살

펴보고자 한다. Gathercole과 Baddeley(1989)는 모국어가 어인 4～5세 연령의 아동

을 상으로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어휘지식, 비언어  지능, 읽기능력의 계를 알아

보기 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4세와 5세 집단 모두에서 모국어 어휘지식과 

음운단기기억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밝 냈다. Gathercole 외 3인

(1997)은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어휘지식은 상호 인 계에 있으며, 음운단기기억 능

력이 뛰어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수 있고,  기존의 어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운작동기억의 작동을 진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임숙과 

조증열(2003)은 한국의 등학생을 상으로 읽기와 인지 언어  변인과의 계를 살

펴 본 결과, 등학생의 언어  단기기억이 한  읽기와 해독  어휘학습에 유의미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pagno, Valentine, Baddeley (1991)는 성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원어민들에게 조음억제 상태에서 이탈

리어 단어 과 이탈리어-러시아 단어 을 배우도록 한 결과, 실험직후 단어회상 검

사에서 조음억제는 L1-L2 어휘 학습에는 방해를 주었지만, L1의 단어 을 학습하는 

것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음운 으로 친

숙하지 않은 어휘 항목을 배울 때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L2 어휘습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도 있는데, 

Service(1992)는 EFL 환경 하에 있는 핀란드인 학습자를 상으로 무의미 음 을 반

복하게 함으로써 음운단기기억을 측정하 다. 이는 2년 후 학습자의 일반 인 어 

학습에 유의미한 향을 끼쳐서 학령기 아동들의 음운단기기억 능력은 그들이 새로

운 외국어 어휘를 습득할 때 근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Cheung(1996)은 

홍콩에 살고 있는 12세의 국인을 상(모국어는 국어이고 어는 공용어임)으로 

음운단기기억 능력을 측정한 결과, 어휘 수가 낮은 학습자들은 새로운 어휘를 학습

할 때 음운단기기억의 역할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만 일단 어휘 지식수

이 일정 수 에 도달하면 어휘학습에서의 음운단기기억의 공헌은 감소되는 것을 시

사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 고등학교 2학년생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인 Baek(2004)

은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어 어휘지식수 은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으며, 음운단

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어휘를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구두반복은 어휘학습에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어휘해석만으로 구두반복학습의 장기 효과를 측정하여 

어휘형태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에 한 좀 더 장기 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지식이 낮은 학생들에게 음운단기기억의 더 유의

한 향을 미친다는 Cheung의 연구 결과를 토 로 고등학생들보다 어휘지식이 낮은 

학생들에게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새로운 어 어휘의 형태와 의미학습 모두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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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구두반복학습이 어휘학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연령 아동의 L1 어휘학습 발달에 한 연구(Bloom, Hood, & Lightbown, 1974; 

Coggins & Morrison, 1981)는 구두반복학습이 어휘학습에 정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한 L2 연구들 역시 구두반복학습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

다. Thomas와 Dieter(1987)는 랑스어를 배운 경험이 없는 어 원어민을 상으로 

랑스어 명사 어휘를 학습할 때 크게 발음하면서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학습의 효과

를 조사한 결과, 쓰기연습에 비해 구두반복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구두반복은 학습할 어휘에 한 회상을 강화해 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Ellis와 Beaton(1993)은 어 원어민 성인 학습자를 상으로 L2(독일어) 어휘학습에

서 구두반복학습과 이미지 핵심어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비교한 결과, 구두반복학습을 

수행한 집단이 통계 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연

구인 Baek(2004)은 의미 심의 학습방법에 비해 구두반복학습이 철자  표 학습

(한 문제) 측면에서 새로운 어 어휘학습에 단기 으로 정 인 효과를 미치며, 

그 효과는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 단

어를 한 로 번역하는 문제인 사후 회상검사(장기 평가)에서는 그 유용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구두반복학습은 학습할 어휘에 한 회상 

능력을 강화시켜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어휘학습과 음운단기기억의 작동

을 도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에 한 연구는 Ellis와 Beaton(1993)과 

Baek(2004)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국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Baek(2004) 연구 역시 어휘이해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 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구두반복학습이 학생의 음운단기기억 능력 정도에 따라 새로운 어 어

휘 학습의 철자, 이해, 표  측면에서 장 단기 으로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를 해 인천 역시 소재, A 학교 3학년 두 학  80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이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하여 실험 사 사후 평가  설문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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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여 2개 학   한 반을 어휘 의미학습  구두반복학습을 하

는 실험집단으로, 다른 한 반을 어휘 의미학습 활동만을 실시하는 통제집단으로 선정

하여, 총 78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두 집단은 년도 어성 (t = 0.090, p = 0.928)

과 사  어어휘지식 검사(t = 0.176, p = 0.860) 모두에서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어능력과 어휘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간

주되었다. 

2. 연구 자료

1) 실험어휘 목록 작성을 한 사  어휘능력 평가지와 실험어휘 목록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를 실험용 어휘에서 제외하기 하여 한 

실험이 의 어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해서 사  어휘능력 평가를 실시하 는데, 

이를 해 실험 상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 교과서 부록에 나오는 필수어휘 목

록 에서 동사 36개, 형용사 5개, 명사 49개를 선택하여 사  어휘능력 평가지를 제

작하 다. 실험 상이 학교 3학년이었으나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부진한 학생이 많

아서 난이도가 높을 경우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이도 조 을 해 학교 2학

년과 3학년 필수어휘를 30%  70% 비율로 혼합한 후 평가용 어휘를 선택하 다. 검

사방법은 어 어휘의 의미를 한국어로 쓰는 어휘 이해력 평가이었다. 이러한 사  

어휘지식 검사 결과를 토 로, 한 명의 학생도 답을 하지 못한 단어 20개를 실험용 어

휘로 추출하 는데, 이는 명사 10개, 동사 10개이다. 음운단기기억 능력과의 계를 

고려하여 음 수와 단어의 길이도 고르게 선정하 는데, 총 20개의 단어는 1음  6개

( , ‘blame’), 2음  7개( , ‘value’), 3음  6개( , ‘discourage’), 4음  1개( , 

‘environment’)로 구성되었고, 자 수도 4～11까지 다양하게 하 다.1) 

2) 음운단기기억 능력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운단기기억 능력의 측정을 한 검사자료는 비단어 기억폭 

검사(non-word memory span test)이다(부록 참조). 이 검사는 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검사이다. 일반 으로 음운단기기억 검사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Gathercole과 Baddeley(1990)가 실시한 무의미 음  따라 말하기(non-word 

repetition test)와 비단어 기억폭 검사이다. 하지만 무의미 음  따라 말하기는 언어학

1) 실험용으로 선택된 단어들은 1～4 음  단어로서 실험 상자들이 모르는 단어만을 선택했

는데, 선택된 단어의 음 수나 음운  유사성이 어휘 학습에 미치는 향은 분석하지 않아 

이러한 측면을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하 다. 따라서 만일 단어 음 수나 음운  유사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하고 이를 고려한 실험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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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이나 등학교 학년을 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Cheung(1996)의 연구논문을 참조로 비단어 기억폭 검사를 이용하

다.2) 이 검사에 사용된 단어의 는 ‘dickle,’ ‘vamit,’ ‘morgy’ 등이다. 

3) 학습 성향 검사지

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알아보기 해 O'Brien(1990)의 학습 성향 선호 분류표를 한

국의 학교 3학년 어 학습자들에게 알맞게 번역하고 수정하여 사용하 다. 

O'Brein의 검사를 통해 학습자는 청각, 시각, 그리고 감각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1～5  사이의 척도문항인 12문항씩으로, 체 설문지는 3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형별 문항의 는 다음과 같으며(유형별로 5문항씩), 검사지 

문항  각 성향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들을 합하여 제일 높은 수를 받은 유형에 

따라 학습자 성향을 분류하 다. 

-나는 어떤 것을 외워야 할 때 로 써 놓으면 더욱 잘 외워진다. (시각 

유형)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직  으로 보고 있을 때 집 이 더 잘 된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을 보고 있어야만 집 이 잘 되고, 책을 보고 있

을 때 선생님이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지도, 도표 등을 잘 본다.(지도 찾기, 도표보기를 잘 하는 것)

-내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신경이 쓰여 공

부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즉시 어놓아야지 그 지 않으면 잊어

버린다. 

-나는 책을 읽는 것보다 선생님의 강의나 설명이 녹음된 테이 를 듣는 

것이 더 좋다. (청각 유형)

-나는 어떠한 일을 이해하기 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더 잘 떠오른다.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려내기가 힘들다.

-나는 단어를 외울 때, 여러 번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여러 번 말하면서 

2) Cheung(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음운단기기억 능력의 측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의 기억

폭 검사보다는 비단어 기억폭 검사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의 단어 기

억폭 검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어휘에 한 지식이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운단기기억 능력 측정을 해 비단어 기억폭 검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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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는 것이 더 잘 암기가 된다.

-나는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지시문을 읽고 따라서

하기 보다는 먼  시작하고 본다. ( 를 들어 로 을 조립할 때 설명서

를 읽기보다는 먼  혼자서 만들어 본다.) (감각 유형) 

-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공부가 더 잘 된다.

-나는 시험공부를 할 때 외워야 할 것이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외우기

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말을 할 때 정확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손짓을 많이 사용하

여 설명하거나 “그게 뭐더라, 그거 있지? 라고 흔히 말한다.

-나는 내가 메모를 해 놓고도 다시 보는 일이 없다.

4) 수업용 어휘학습 활동지

실험  통제집단의 수업 활동지는 총 2차시용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Baek(2004)의 수업용 자료를 참고로, 실험집단의 첫 번째 학습활동 자료는 시 (1)과 

같이 총 20개의 실험어휘에 한 의미를 한국어로 쓰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구두반

복학습으로 구성하 다. 통제집단의 첫 번째 어휘학습활동 자료는 시 (2)와 같이 두 

활동 모두 어휘에 한 의미를 한국어로 쓰는 것인데 학습자들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

지 않고 단순히 기계 인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하여 실험어휘 목록 순서를 

서로 다르게 구성하 다. 

(1) 실험집단용 어휘학습활동자료 1의 시

1) 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쓰기

1.  appear                   2.  argument                  

19. growth                     20. doubt                     

2) 교사를 따라 소리내어 어단어 발음하기

1.  appear 2.  value 

19. discourage 20. suffer

(2) 통제집단용 어휘학습활동자료 1의 시

1) 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쓰기

1.  appear                   2.  argument                  

19. growth                     20.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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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쓰기

1.  growth                   2.  sorrow                    

19. appear                     20. deliver                    

(3) 실험집단용 어휘학습활동자료 2의 시

1) 주어진 어문장에 한 번역 고르기

7. They offered him a very good job.

① 그들은 그에게 매우 좋은 일자리를 추천했다.  

② 그들은 그에게 매우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8. An image appeared on the screen.

①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② 이미지가 화면에 반사되었다. 

2) 교사를 따라 소리내어 어단어 발음하기

1.  appear 2.  value

19. discourage 20. suffer

한편 두 번째 어휘학습활동 자료는 첫 번째 어휘학습활동 자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 지만, 시 (3)과 같이 실험어휘가 포함된 문장 단 의 해석활

동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통제집단은 문장단  해석활동을 2회 실시하 는데, 단

순히 기계 인 학습활동을 방지하기 해 문의 내용과 실험어휘 순서를 달리하

다. 반면, 실험집단 활동지는 문장단 의 해석활동과 실험어휘의 구두반복학습으로 

구성하 다.

5) 사후 장 단기 어휘평가지

사후 평가는 실험어휘를 학습한 후 학습자 성향, 음운단기기억 능력, 구두반복학습

이 어휘회상 능력에 단기 으로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사후 단기어휘 평가와 

2주 후 장기기억을 평가하기 한 사후 장기어휘 평가로 구성되었다.3) 문제 유형은 

어휘의 형태와 의미학습 측면에서 시 (4)와 같이 크게 세 부분(철자, 한, 한 )으

로 구성하 으며4) 두 개의 어휘 평가지는 동일한 것이었다. 

3) 단기기억은 듣거나 읽은 정보 즉 감각 기억 속의 정보가 20～30  정도 기억되는 것을 말

한다. 반면에 장기기억은 30 가 지난 후에도 기억되는 것을 말한다(Coon, 2004; Smith, 

197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기억은 학습 직후에 평가하고 장기기억은 학습 후 2주가 

지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4) 어휘지식이란 어휘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련된 모든 지식이며, 이는 다시 

어휘의 이해와 표 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질 수 있는데(Richards, 1976),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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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장ㆍ단기 어휘평가지 시

1) 어단어를 받아쓴 후 우리말로 그 뜻을 쓰기 (철자, 한 문항)

단어                                   뜻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어단어 쓰기 (한  문항)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즉 발음을 듣고 철자를 쓰게 하는 것과5) 어휘이해 문제인 어 단어의 의미를 한

로 쓰는 한 문제(L2→L1)와 어휘 표  문제인 한 로 주어진 단어를 어로 쓰는 

한  문제(L1→L2)의 3가지로 나 어 어휘학습 효과를 평가하 다.

6) 실험집단의 심화 면담용 질문지

실험 이후 실험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구두반복학습 활동에 한 태도와 반응이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자 성향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해 심화 면담용 질문지

를 제작하 다. 심화면담의 질문은 어휘 구두반복학습 활동에 한 입장과 그 이유, 

어 어휘 구두반복학습 활동이 어 어휘실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구체

으로 어휘평가의 어느 부문에서 도움이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해 알아보는 

문항,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구두반복을 하는 습 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단어

암기 방법, 실험에서 사용한 어휘평가 세 부분  자신감 있는 역과 그 이유를 물어

보는 것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 다. 

3. 실험 차

본 실험연구는 총 5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해 실험  통

제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사  어휘평가를 실시하 고, 이 평가에 포함된 90개의 

어 어휘  학생들이 답을 하지 못한 어휘를 추출하여 실험어휘 목록 총 20개(동사 10

개, 명사10개)를 선정하 다. 각 집단에게 사용될 어휘학습활동 자료 2회분을 구성하

으며, 실험을 시작하기 에 두 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약 2주에 걸쳐 음운단기기

억 능력 검사를 실시하 다. 당 한 개의 단어를 발음할 정도의 속도로 녹음된 원어

에서는 이를 기 로 어휘평가를 철자, 한, 한  세 역으로 구성하 다. 이는 

Nation(1990)과 Carter(1997)의 어휘지식 구성요소를 기 로 한 것이다.

5) 어단어를 받아쓰는 철자 평가 문항이 평가의 첫 역이었는데, 이는 듣고 철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청각  성향의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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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자료를 듣고 학습자는 두 번 따라서 발화를 하 다. 이때 학습자는 정확한 순서로 

단어 연속체를 따라해야 하며 두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틀렸을 때에는 검사가 종료

되는 것으로 하 다. 단 두 번의 기회  한 번만 오류가 있으면 단어별로 0.5 을 주

고, 두 번의 기회 모두 정확히 따라 했으면 1 을 부여한다. 총 7 이 만 으로 수

의 평균을 기 으로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을 분류하 다. 

그리고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앞서 언 한 년

도 어성 (t = 0.090, p = 0.928)과 사  어 어휘지식 검사(t = 0.176, p = 0.860) 뿐

만 아니라 음운단기기억 능력 검사(비단어폭 검사 t = -0.259, p = 0.796) 모두에서 유

의수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통제집단 간의 어휘능력

과 음운단기기억 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실험수업 이 에 앞서 언

한 O'Brien(1990)의 학습 성향 분류표를 사용하여 학습자 성향을 조사하 다.

본 실험연구의 수업 활동은 정규 어 시간을 이용하여 20～25분 동안 2회 실시되

었으며 실험  통제집단의 수업은 모두 동일한 교사가 진행하 다. 앞서 학습활동자

료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1차시에는 어휘의미쓰기와 구두반복활동을 하

고 2차시에는 해당단어가 포함된 문장 번역 고르기와 구두반복활동이 이루어졌다.6) 

반면 통제집단은 1차시에는 어휘의미쓰기를 두 번하고 2차시에는 해당단어가 포함된 

문장 번역 고르기를 두 번하 다. 이후 실험어휘 20개에 한 어휘 단기평가를 실시

하 다. 이것은 어휘 회상검사로서 3가지 부문으로 측정되었다. 이 에서 교사가 발

음하는 단어를 듣고 철자를 는 것(철자)은 Baddeley(1986)의 음운회로모델에서 음

운표상과 철자와의 연상을 알아보는 것과 계되며, 학생들이 실험어휘의 형태를 기

억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함이었다. 그리고 어단어를 듣고 단어의 뜻을 한국어

로 쓰는 문제( 한)는 실험 어어휘가 주어졌을 때 어휘의 의미를 회상하는 것을 측

정하는 것이다. 교사가 한국어로 단어의 뜻을 불러주면 어로 는 문제(한 )는 실

험어휘와 한국어 해석을 연 지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 목표어휘형태를 기

억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함이었다. 사후 어휘단기평가가 끝나고 2주 후에 장기기

억을 평가하기 해 같은 유형의 동일한 검사가 한 번 더 시행되었다. 그리고 실험 어

휘 장 단기 평가가 끝난 후, 실험집단을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자 성향에 따라 3명

씩 총 12명을 선정하여 심화면담을 실시하 다. 

4. 자료 분석

6) 구두반복활동은 각 단어를 5회 따라 읽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0단어를 다섯 번씩 듣고 따

라 읽는 것이므로 단어 사이의 휴지 기간을 빼면 한 차시의 구두반복은 총 4분 안에 이루

어졌다. 따라서 구두반복을 더 많이 하여 학습 시간이 더 길었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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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후 어휘 장 단기 평가는 철자, 한 , 한 모두 문항 당 1 을 배 하여 30

 만 으로 채 되었다. 어휘 철자 검사, 한국어를 어로 표 하는 검사와 같은 어

휘 표 력 평가채 은 Barcroft(2003)가 사용하 던 어휘 표 력 채 기 을 변용하

여 사용하 으며 소문자는 채 에 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단어의 의미를 한

국어로 쓰는 어휘이해력 평가 채 을 해서 직 학교 국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 장에서 사용되는 국어 시험 주 식 채 기 을 기 로 채 기 을 마련하

다. 한 채 의 정확성을 해서 두 명의 채 자가 채 기 에 해 숙지하고 한 명

의 채 자가 먼  채 을 하고 나면 나머지 채 자가 다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한편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자 성향과 구두반복학습 유무에 따른 어 어

휘학습의 장 단기 효과를 살펴보기 해 개체간 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한 음운단

기기억 능력별 집단에서 어 어휘의 구두반복학습 유무에 따라 어휘학습 효과가 어

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다 살펴보기 해 일원분산분석를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은 신

뢰도 95%(유의도 p < .05) 수 에서 유의도 검증을 하 다. 

V. 연구 결과  논의

1.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 성향  구두반복학습에 따른 어 어휘 

학습의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 성향과 구두반복학습 유무에 따라 어 어

휘 형태와 의미학습의 장 단기 효과를 알아보고자 <표 1>이 보여주듯이 실험  통

제 집단을 음운단기기억 능력의 평균을 심으로 평균 이상 집단(실험 집단 19명, 통

제 집단 13명)과 평균 이하의 집단(실험 집단 20명, 통제 집단 26명)으로 다시 나 고, 

학습자 성향 조사 결과에 따라 시각 (실험 집단 24명, 통제 집단 24명)   청각 (실

험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학습자 집단으로 나 었다. 기술통계값을 보면 실험 

 통제집단 모두 사후 단기 어휘평가의 세 요소  어휘이해력 평가인 한부문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실험집단 7.35, 통제집단 4.90), 장기평가에서는 철자문항(받아

쓰기) 수가(실험집단 4.42, 통제집단 2.36) 한문항 수(실험집단 3.85, 통제집단 

1.90)보다 더 높았다. 뜻을 듣고 어단어를 쓰는 한 문항 수는 장 단기평가 모두

에서 수가 가장 낮았다(실험집단 단기평가 6.17, 장기평가 2.47, 통제집단 단기평가 

3.56, 장기평가 1.22). 이는 Ellis와 Beaton (1993)이 지 하듯이 인지 으로 가장 난이

도가 높은 평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사후 설문에서 학생들이 한 문항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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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후 장 단기 어휘평가의 기술 통계 결과

집단
학습

성향

음운단기

기억능력

사례

수

단기 장기
철자 한 한 철자 한 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통제 청각 높은집단  7 6.00 1.71 6.29 2.29 4.93 2.37 4.71 3.59 3.71 3.45 2.21 2.86

낮은집단  8 3.75 2.46 4.50 2.00 3.06 1.94 1.13 0.95 1.13 1.25 0.75 1.75
소    계 15 4.80 2.37 5.33 2.26 3.93 2.28 2.80 3.07 2.33 2.77 1.43 2.37

시각 높은집단  6 6.08 2.11 6.00 3.16 4.92 2.60 3.67 3.72 3.00 3.26 2.00 2.53

낮은집단 18 3.36 1.96 4.17 2.79 2.81 2.18 1.56 1.47 1.17 1.34 0.78 1.11
소    계 24 4.04 2.29 4.66 2.93 3.33 2.42 2.08 2.34 1.63 2.06 1.08 1.61

소계 높은집단 13 6.04 1.82 6.15 2.61 4.92 2.37 4.23 3.54 3.39 3.23 2.12 2.56

낮은집단 26 3.49 2.09 4.27 2.54 2.89 2.08 1.42 1.33 1.15 1.29 0.77 1.31
소    계 39 4.33 2.32 4.90 2.68 3.56 2.36 2.36 2.63 1.90 2.35 1.22 1.92

실험 청각 높은집단 12 8.30 2.45 8.71 1.71 7.83 2.69 4.63 2.93 4.33 2.93 3.46 2.98

낮은집단  3 4.67 4.04 5.00 3.00 5.00 3.00 3.67 4.77 2.33 2.31 0.67 1.16
소    계 15 7.57 3.05 7.97 2.44 7.27 2.89 4.43 3.18 3.93 2.87 2.90 2.92

시각 높은집단  7 7.29 3.41 7.57 2.99 6.57 3.46 5.86 2.97 5.00 2.89 2.57 1.90

낮은집단 17 5.65 3.00 6.71 3.24 5.03 3.44 3.82 3.08 3.29 2.87 2.06 2.07
소    계 24 6.13 3.41 6.96 3.13 5.48 3.45 4.42 3.13 3.79 2.92 2.21 2.00

소계 높은집단 19 7.92 2.79 8.30 2.26 7.37 2.97 5.08 2.93 4.58 2.85 3.13 2.61

낮은집단 20 5.50 3.07 6.45 3.18 5.03 3.31 3.80 3.22 3.15 2.76 1.85 2.01
소    계 39 6.68 3.15 7.35 2.89 6.17 3.32 4.42 3.11 3.85 2.86 2.47 2.38

계 청각 높은집단 19 7.45 2.43 7.82 2.23 6.76 2.89 4.66 3.09 4.11 3.05 3.00 2.92

낮은집단 11 4.00 2.78 4.64 2.16 3.59 2.29 1.82 2.55 1.46 1.57 0.73 1.56
소    계 30 6.18 3.03 6.65 2.67 5.60 3.07 3.62 3.18 3.13 2.89 2.17 2.71

시각 높은집단 13 6.73 2.84 6.85 3.05 5.81 3.09 4.85 3.39 4.08 3.10 2.31 2.17

낮은집단 35 4.47 2.74 5.40 3.24 3.89 3.04 2.66 2.62 2.20 2.44 1.40 1.75
소    계 48 5.08 2.92 5.79 3.22 4.41 3.14 3.25 2.98 2.71 2.73 1.65 1.89

소계 높은집단 32 7.16 2.59 7.42 2.59 6.38 2.96 4.73 3.16 4.94 3.02 2.72 2.62

낮은집단 46 4.36 2.72 5.22 3.01 3.82 2.86 2.46 2.60 2.02 2.27 1.24 1.72
소    계 78 5.51 2.99 6.12 3.03 4.87 3.15 3.39 3.04 2.87 2.78 1.85 2.24

어휘에 한 구두반복학습을 수행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장 단기 모든 평가 

부문에서 평균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Baek(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실험  통제집단 모두에서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평균 이상인 집단

(실험집단 단기 철자 7.92, 한 8.30, 한  7.37, 장기 철자 5.08, 한 4.58, 한  3.13, 

통제집단 단기 철자 6.04, 한 6.15, 한  4.92, 장기 철자 4.23, 한 3.39, 한  2.12)이 

평균 이하인 집단(실험집단 단기 철자 5.50, 한 6.45, 한  5.03, 장기 철자 3.80, 한 

3.15, 한  1.85, 통제집단 단기 철자 3.49, 한 4.27, 한  2.89, 장기 철자 1.42, 한

1.15, 한  0.77)보다 모든 부문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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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을 상으로 한 Baek(2004)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Baek의 연구에서는 

의미 심활동을 한 통제집단에서는 음운단기기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

가 크지 않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집단과 계없이 모든 역에서 음운단기기억이 

높은 집단이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이 훨씬 높았다. 한 단기평가

의 한과 한  역에서는 구두반복학습을 한 실험집단의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

은 집단( 한 6.46, 한  5.03)이 의미 심활동을 한 통제집단의 음운단기기억이 높은 

집단( 한 6.15, 한  4.92)보다도 평균값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Cheung(1996)이 

지 한 바와 같이 음운단기기억 능력은 어어휘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새로운 어

어휘학습에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습 성향별로 분석을 해보면 청각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단기 철자 6.18, 

한 6.65, 한  5.60, 장기 철자 3.63, 한 3.13, 한  2.17)가 시각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단기 철자 5.08, 한 5.79, 한  4.41, 장기 철자 3.25, 한 2.71, 한  1.65)보다 

장 단기평가 모든 역에서 더 높은 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통제 집단 모

두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청각  성향이 새로운 어어휘 학습에 더 유리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실험집단에서는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습자 에서 청각  학습 성향을 보

이는 학습자(철자 8.30, 한 8.71, 한  7.83)가 시각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들(철자 

7.29, 한 7.57, 한  6.57)보다 사후 단기 어휘평가 모든 역에서 평균이 더 높았다. 

반면에 장기평가에서는 철자와 한 역에서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시각  성

향 집단(철자 5.86, 한 5.00, 한  2.57)이 청각  성향 집단(철자 4.63, 한 4.33, 한

 3.46)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은 

장기평가 철자 역을 제외한 장 단기평가 모든 역에서 시각  성향 집단이 청각  

성향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 아울러 통제집단에서도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청각  성향 집단이 시각  성향 집단보다 단기 철자 역을 제외한 장

단기 모든 평가 부문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

에서는 단기평가에서는 청각  성향 집단의, 장기평가에서는 시각  성향 집단의 평

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두반복학습 활동 심의 실험집단에게만 음

운단기기억 능력이나 청각  학습 성향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반 으로 수업방식과 계없이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집단은 청각  성향 집

단이 더 높은 단기 효과를 보이는 반면 시각  성향 집단은 더 높은 장기 효과를 보인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제집단의 단기평가를 제외하고는 실험  통제집

단 모두의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은 일반 으로 시각  성향 집단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자 성향, 구두반복학습 유무에 따라 어 어휘학습의 효과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자 성향  구두반복학습이 학생의 어 …… 259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해 여섯 개 종속 변수 즉, 사후 장 단기 어휘평가

의 철자, 한, 한  각각의 개별 변수들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표 2>가 보여주

듯이, 사후 한  역을 제외한 사  단기평가 세 역과 사후 장기평가 두 역 모두

에서 실험집단의 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에서 사후 1은 단

기평가, 사후 2는 장기평가를 의미함). 이는 단기 철자와 한  역에서만 구두반복학

습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Baek(2004)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데, 구두반복학

습의 유용성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는 구두 되뇌기가 음운회로를 통해 단어를 음운

장소로 되돌려보내 단기기억에 다시 표상시켜줘서 어휘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한 

Ellis와 Beaton(1993)의 주장을 통해 뒷받침된다. 한편 음운단기기억 능력은 장 단기 

평가 모든 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새로운 어 어휘학습의 장 단기 측면 모두에서 효과 이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운단기기억 능력의 유용성을 시사한 Gathercole 외 3

인(1997)의 모국어 어휘학습연구  Service(1992)의 외국어 어휘학습 연구 결과와 같

다. 그러나 청각   시각  학습 성향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청각  성향 집단의 평균이 시각  성향 집단의 평균보다 실험  통제 집단

의 장 단기 평가 모든 역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 각 

독립 변수간의 교호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운단기기억 능력에 따른 구두반복학습이 어 어휘학습에 미치는 

향 분석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에서의 구두반복학습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연구 상을 음운단기기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눠, 집단별

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

은 집단에서는 사후 어휘 단기평가의 모든 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의미 심학습만 했을 때보다 구두

반복학습을 병행했을 때 어휘의 의미와 형태 학습 모두에서 단기 으로 더 효과 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장기평가 결과에는 구두반복학습의 유의미한 효

과가 통계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평균 수는 구두반복학습 

집단이 더 높았는데, 실험  통제 집단의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생 수가 각각 

19명과 13명이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험수업 2

주 후에 장기 평가가 이루어져 그 동안에 다른 어휘의 간섭 효과로 인해 어휘에 한 



김서종․최연희260

<표 2> 구두반복학습 유무,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 성향에 따른 어 

어휘학습의 장 단기 효과에 한 개체간 효과검정

분산원 종속변수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값  p값

집단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40.46
44.63
68.61
43.09
31.99

8.19

1
1
1
1
1
1

40.46
44.63
68.61
43.09
31.99

8.19

6.159
6.085
8.997
5.647
4.958
1.823

.015

.016

.004

.020

.029

.181

(구두반복학습 
 유무)

음운단기기억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94.52
60.56
62.94
68.17
59.61
32.38

1
1
1
1
1
1

94.52
60.56
62.94
68.17
59.61
32.38

14.390
8.257
8.253
8.933
9.238
7.205

.000

.005

.005

.004

.003

.009
학습 성향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9.89E-02
2.26E-03

2.03
.538
.823

9.17E-02

1
1
1
1
1
1

9.89E-02
2.26E-03

2.03
.54
.82

9.17E-02

0.015
.000
.267
.070
.127
.020

.903

.986

.607

.791

.722

.887
집단 *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7.66-02
.82
.14

6.62
.46
.34

1
1
1
1
1
1

7.66E-02
.82
.14

6.62
.46
.34

.012

.112

.019

.867

.072

.077

.914

.739

.891

.355

.789

.783

음운단기기억

집단*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7.07E-02
1.27

.84
3.63
4.77

.43

1
1
1
1
1
1

7.07E-02
1.27

.84
3.63
4.78

.43

.011

.174

.110

.476

.740

.096

.918

.678

.741

.493

.393

.758

학습 성향

음운단기 기억*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2.07
7.05

.99

.15
1.00
5.73

1
1
1
1
1
1

2.07
7.05

.99

.15
1.00
5.73

.315

.961

.130

.019

.154
1.276

.577

.330

.720

.890

.696

.263

학습 성향

집단* 사후 1(철자)
사후 1( 한)
사후 1(한 )
사후 2(철자)
사후 2( 한)
사후 2(한 )

5.45
7.54
2.13
5.88

.19
3.74

1
1
1
1
1
1

5.45
7.54
2.13
5.88

.19
3.74

.830
1.028

.279

.771

.030

.833

.365

.314

.599

.383

.863

.365

음운단기기억*
학습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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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집단의 구두반복학습 유무에 따른  

어휘학습 효과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값 p값
사후 1(철자) 집단 간 27.36 1 27.36 4.563 .041 

사후 1( 한) 집단 간 35.20 1 35.20 6.092 .019 

사후 1(한 ) 집단 간 46.16 1 46.16 6.131 .019 

사후 2(철자) 집단 간 5.55 1 5.55 .547 .465 

사후 2( 한) 집단 간 11.01 1 11.01 1.216 .279 

사후 2(한 ) 집단 간 7.97 1 7.97 1.172 .288 

<표 4>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의 구두반복학습 유무에 따른  

어휘학습 효과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값 p값

사후 1(철자) 집단 간 46.09 1 46.09 7.048 .011

사후 1( 한) 집단 간 53.76 1 53.76 6.681 .013

사후 1(한 ) 집단 간 51.79 1 51.79 7.225 .010

사후 2(철자) 집단 간 63.87 1 63.87 11.658 .001

사후 2( 한) 집단 간 45.04 1 45.04 10.659 .002

사후 2(한 ) 집단 간 13.20 1 13.20 4.875 .032
 

기억률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반면 <표 4>에서 보듯이,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은 사후 장 단기 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학생들

에게는 새로운 어휘에 한 구두반복학습이 어휘력 향상의 장 단기 효과 측면에서 

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Baek 

(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데,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어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사후 면담 결과 구두반복학습이 어 단어를 읽고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학생들의 어 어휘학습에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어어휘의 구두반복학습이 장

단기 으로 효과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 성향에 따른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심화 면담 

분석

실험 이후 구두반복학습 활동을 한 실험집단 학생들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

자 성향에 따라 3명씩 총 12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상으로 어 어휘 구두반복학습 

활동을 이용한 수업에 한 다양한 반응과 어휘학습에 한 반 인 의견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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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심화면담을 실시하 다. 구두반복학습에 한 반 인 학습자 반응과 어휘

실력 향상에의 도움 정도에 한 반응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호 안에 H는 

응답자 가운데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생, L은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학생

을 의미하며, 청각  성향의 학습자는 ‘청,’ 시각  성향의 학습자는 ‘시’로 표기한다. 

2번은 면담 문항 2번과 3번을 합친 것이다.)

1. 새로운 어단어의 구두반복학습에 한 반 인 학습자 반응

- 정 인 이유 (총 10명, H 5명, L 5명, 청 6명, 시 4명) 

․속으로 발음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음(H-시 1명, H-청 2명, L-청 2명, L-시 2명)

․단어의 읽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김(H-시 1명)

․잘못된 발음을 교정할 수 있음(L-청 1명)

․며칠 후에 다시 물어보아도 한 번 들어보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남 

(H-청 1명)

- 부정 인 이유 (총 2명, H 1명, L 1명, 시 2명) 

․단어의 발음을 크게 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횟수를 이고 여러 번 써 

보는 것이 좋음(H-시 1명)

․소리내어 반복하면 집 력이 떨어져서 반복해서 쓰면서 외우는 것이 더 

효과 임(L-시 1명)

2. 새로운 어단어의 구두반복학습이 어 어휘실력 향상에 주는 도움 정도(상, 

, 하)에 한 학습자 반응: 상(H-청 3명, L-청 1명)/ (H-시 3명, L-청 2명, 

L-시 3명)/하(응답자 없음)

- 도움이 된 평가 역(철자, 한, 한 )과 이유

․철자 (총 10명): 여러 번 읽으면서 단어의 발음이 익 지고 시험에서 그에 

맞는 단어를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철자를 맞출 수 있었음(H-청 2명, H-시 

2명, L-청 3명, L-시 2명)/시험에서 발음을 들으며 철자를 썼기 때문에 

한 로 뜻을 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음(L-시 1명)

․ 한 (총 1명):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한 로 뜻을 기억하는 방법에 익숙함 

(H-시1명)

․한  (총 1명): 단어 뜻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단어 발음은 익혔기 때문에 

어 단어를 는 것이 쉬웠음(H-청 1명)

먼  부분의 학생들이 구두반복학습 활동은 새로운 단어를 더 오래 기억하는 데 

정 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 지만, 시각  성향이 강한 학생 일부는 구두반복학

습보다는 쓰면서 외우는 방법을 선호했다. 둘째, 어휘 구두반복학습 활동이 어 어휘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다수 응답을 하 는데, 그 에서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 4명  3명이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청각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자 성향  구두반복학습이 학생의 어 …… 263

학습 성향의 학습자로 나타나 구두반복학습이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청각  학습 성

향을 지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두반복학습이 철자, 한 , 

한의 분야 시험 에서 철자를 쓰는 문항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응답이 다

수 는데, 이는 여러 번 구두반복학습을 함으로써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되어 단어시

험을 볼 때 발음에서 힌트를 얻어 철자를 쓸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평소에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여러 번 구두반복하면서 단어를 암기하는가

에 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12명  7명이 ‘그 다’로, 5명이 ‘그 지 않다’로 응답하

여 구두반복학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평소 새로운 어어휘 학습에 구두반복 사용 여부

- 사용 이유 (총 7명, H 4명, L 3명, 청 5명, 시 2명)

․다른 방법보다 여러 번 발음하면 쉽게 외울 수 있고 기억에 오래 남아 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음(H-청 2명, H-시 1명, L-청 1명)

․ 으로 익히고 소리내어 외우면 순간 으로 암기가 잘 됨(H-시 1명)

․소리내어 안 읽으면 뜻은 알아도 발음을 못해 자신감이 없어짐(L-청 2명)

- 사용하지 않는 이유 (총 5명, H 2명, L 3명, 청 1명, 시 4명)

․소리내어 발음하지 않고 공책에 여러 번 써 가면서 속으로 발음함(H-시 

1명, L-시 1명)

․발음과 철자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 쓰면서 외움(H-청 1명)

․발음을 잘 못해서 그냥 쓰면서 외움(L-시 2명)

4. 어단어 암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

-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 발음을 하며 외움(H-청 2명, H-시 1명)

- 먼  단어를 나의 방식 로 발음을 하고 그 발음 로 철자를 익힘(L-청 2명)

- 머릿속으로 발음을 연상하면서 무조건 쓰면서 외움(L-시 3명, L-청 1명)

- 쓰면서 어 단어를 외우고 난 뒤, 뜻을 가리고 의미를 확인 한 뒤 어 

단어를 가리고 철자를 (H-시 2명, H-청 1명)

구두반복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발음과 철자가 다른 단어의 경우 혼란

이 되고, 발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그냥 여러 번 쓰면서 외우는 것

이 더 좋다는 이유도 있었다. 한편 평소에 구두반복을 통해 어휘를 암기한다는 학생

들 7명  5명이 청각  학습 성향의 학생들이고, ‘그 지 않다’라고 답한 학생들 5명 

 4명이 시각  학습 성향의 학생들이어서 어휘학습 습 과 학습 성향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소에 어휘를 암기하는 습 에 한 질문에서는 

다수가 특별한 어휘 책략을 쓰지 않고 통 인 반복학습에 많이 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소리나는 로 철자를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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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쓰면서 외우는 방법을 선호했다. 

여섯째, 어휘 시험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자 12명  8명이 발음을 불러

주고 철자를 쓰게 하는 시험에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 는데 이는 발음을 불러주면 

단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가 부분이었다. 그리고 어휘평가 부문  한, 

한 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시각  성향의 학습자들로 조사되어 학습 성향에 

따라 시험방식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5. 일반 어어휘평가에서 자신있는 역과 이유

① 선생님이 어 단어 발음을 불러주고 철자를 쓰라고 할 때

② 선생님이 어 어휘를 어주고 한 로 그 뜻을 쓰라고 할 때

③ 선생님이 한 로 뜻을 불러주고 어 단어를 쓰라고 할 때 

-①번인 이유 (총 8명): 발음을 불러주면 충 짐작해서 철자를 쓸 수 있고 더 쉽게 

느껴짐, 부분 발음 로 으면 맞아서 자신감이 생김(H-청 3명, H-시 2명, L-

청 3명)

-②번인 이유 (총 3명): 철자에 자신이 없어서 한 로 뜻을 는 것이 편함(H-시 

1명, L-시 2명) 

-③번인 이유 (총 1명): 어단어의 발음을 불러주면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어서 

오히려 혼돈되므로 한 로 뜻을 불러주면 생각이 잘 남(L-시 1명)

 

요약하면 반 으로 학습자에 따라 어휘학습 방법과 시험방식의 선호도가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새로운 어휘의 구두반복학습 활동에 해서는 단어의 발음을 익히

면 단어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인 입장을 보 고, 구두반복학습

이 어휘의 철자 평가부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 으로는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후 심화면담 분석 결과에서는 음운단기기억 능

력이 뛰어나고 청각  학습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들에게 어 어휘의 구두반복학습 

활동이 어 어휘실력 향상에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학습활동을 구

안할 때는 학습자들의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 성향을 고려하여 어휘학습의 효과

를 높이기 한 한 양의 구두반복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활동과 어휘학습책

략에 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외국어로서의 어어휘학습에서 음운단기기억 능력과 학습 성향, 어 어휘 구두

반복학습이 어휘의 형태와 의미학습에 장 단기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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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어 어

휘학습의 효과가 뛰어나며 구두반복학습이 어휘 의미학습 활동만을 실시하는 것보다 

새로운 어 어휘학습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  성향을 가진 학습자가 

시각  성향을 가진 학습자보다 장 단기평가 모든 역에서 더 높은 수를 보 지만 

통계 으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통제집단의 음운단기기억이 낮은 

집단은 장기평가의 모든 역어세 시각  성향의 학습자가 청각  성향의 학습자보

다 더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그러나 음운단기기억 능력, 학습 성향, 구두반복학습 

유무 사이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음운단기 기억 능력이 낮은 집단은 

사후 어휘 장 단기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구두반복학습 집단이 의미 심활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 수를 나타낸 반면,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높은 집단은 사후 

어휘 단기평가에서만 구두반복학습이 통계 으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

운단기기억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특히 더 구두반복학습을 이용한 어휘학습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러 실험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한 심화면

담 결과, 부분의 학생들이 어 어휘 구두반복학습 활동은 새로운 단어의 발음을 

익힐 수 있고 단어를 오래 기억하는 데 정 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에

서도 청각  학습 성향의 학습자들의 구두반복학습에 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어휘 

구두반복학습이 사후 어휘평가 부문  철자 평가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휘학습 습 과 학습 성향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으로 본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어 교육 장에 주는 시사

을 살펴보면, 첫째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이 그 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어 어휘학습의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은 L2 어휘학습에서 음운단기기억 능력의 

역할이 요함을 의미하므로 음운단기기억 능력이 L2어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의 진단 자료로 활용되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둘째, 구두반복학습의 정 인 장 단기 효과는 새로운 어휘학습의 방법

으로 구두반복학습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기평가 

철자와 한  역에서만 구두반복학습의 유용성을 보여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Baek(2004)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장 단기평가 모든 역에서 구두반복학습이 음운단

기기억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음운단기기억 능력의 부족

으로 새로운 어휘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도와  수 있는 유용한 어휘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성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심화면담결과 구두반복학습 선호도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습자 성향의 향에 한 좀더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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