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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영어교육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읽기 교수법 중 하나는 문법과 

구문을 이용해 문장을 분석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김학양, 2002; 신충성, 2015)

이다. 이때 교사들은 의미단위로 끊어 읽기를 하는데, 이것은 낱개의 단어가 아닌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 읽는 기술로 유창한 읽기에 매우 도움이 된다(Eskey, 

2005). 이러한 의미단위 끊어 읽기가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 선행 연구가 

다수 있다(김영희, 강문구 & 윤선중, 2011; Ellis, 2015; Lightbrown & Spada, 

2013). 그러나 길고 복잡한 영어문장들을 교사가 일일이 의미단위로 끊어서 보여주고 

해석해주는 기존의 읽기교수⋅학습법은 제한된 학교 수업 시간을 고려해보면 비효율

적이다. 단순한 해석 수준의 수업에 치중하게 되어 그 이상의 읽기 활동을 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교사의 읽기수업을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고 그에 의존함으로써 자발적인 영어 읽기 능력 발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외국어로서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하 EFL)를 배우는 한국 

교육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단위 끊어 읽기 학습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동 구문분석 프로그램(예: visual-syntactic text formatting tech-

nology, 이하 VSTF1))을 이용해 텍스트를 구문 시각화함으로써 다량의 영어 텍스트

를 자동으로 의미단위로 끊어서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한 읽기학습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로 국외에서 이뤄졌다(Park & Warschauer, 2016; 

Walker, Scholoss, Fletcher, Vogel & Walker, 2005; Walker & Vogel, 

2005). 국내 연구 사례는 아직 많이 찾아볼 수 없으나, VSTF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능력 향상을 살펴본 옥미정(2012)과 중학생의 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살펴

본 이승아(2013) 정도가 있다. 이러한 자동 구문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한국인 EFL 학습자들에게 영어 통사구조에 대한 실마리에 지속적인 노출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으로써 영어 읽기수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VSTF를 이용해 다량의 일반 줄글을 구문 시각화한 글의 읽기 

학습이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일반 줄글에 대한 독해력과 정의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Walker Reading Technologies에서 만든 자동 구문 분석 프로그램(U.S. Patent No. 
6,27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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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의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영어 읽기학습이 중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구문 시각화된 글 읽기를 활용한 영어 읽기학습이 독해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면, 

학습자의 독해력 수준(상, 하)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있는가?

3) 구문 시각화 글 배치방식을 활용한 영어 읽기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읽기에 

대한 태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의미단위 끊어 읽기

의미단위 끊어 읽기란, 문장을 단순히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닌, 의미적

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군단위 즉, 절(clause)이나 구(phrase)로 나누어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Kim, D. K., 2003). 다시 말해, 의미단위 끊어 읽기능력은 

문장을 통사적으로 분석(syntactic parsing)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어들을 문장구성

요소(constituents)로 나누고, 통사적으로 분류하며, 위계 구조적으로 서로 관련시키

는 것이다(Snow, 2002).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통사구조 인지능력은 제2언어 읽기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Shiotsu, 2010). Dussias (2003)도 통사구

조 인지능력이 원어민 학습자보다 비원어민 학습자의 읽기활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고 말한다. 이는 원어민 학습자와는 다르게 비원어민 학습자는 의미단위로 끊어 

읽어야 하는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며, 통사 지식이 있어도 실제 읽기활동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Warschauer, Park & Walker, 

2012).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도 의미단위로 끊어서 읽고 이해하는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미숙한 독자는 글을 한 단어씩 읽고 이해하는 데 반해, 유창한 독자는 

보다 큰 의미단위로 문장을 끊어 읽기 때문에 읽기속도가 더 빠르고 내용 이해력도 

높다(Nuttall, 2008). 게다가 유창한 독자는 절이나 구의 상호관계도 예측하며 읽는 

등, 음운 단위뿐만 아니라 통사구조의 위계질서도 이용하여 읽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

로 글을 읽고 이해한다(Ashby, 2006). 

유창한 독자들 사이에서도 의미단위로 끊어 읽는 위치는 상이하나, 기본적으로는 

주어와 동사 사이, 진주어 혹은 진목적어 앞, 그리고 절이나 구 사이를 끊어서 읽는다

(박남수, 2007; 정윤희, 2013). 구체적으로는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등의 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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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구, 형용사구,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를 기준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김영희, 

강문구 & 윤선중, 2011). 의미단위로 끊어서 읽고 이해하는 단위의 크기 또한 개인의 

언어수준에 따라 상이하며(Nation, 2001), 언어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지식을 자동적

으로 더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의미단위를 더 길게 끊어서 읽는다. 그러므로 의미단위

로 끊어 읽을 때에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하위수준의 학습자일수록 의미단위를 

짧게 하여 읽고, 상위수준에 가까운 학습자일수록 의미단위를 길게 하여 읽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김영희 등, 2011; 송해성, 2011).

의미단위로 끊어 읽기활동은 중학생(채종문, 2009)부터 대학생(김성중, 20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들의 읽기 이해력(강현호, 2007; 김성중, 2010; 

문수정, 2008; 채종문, 2009), 읽기속도(강현호, 2007), 읽기능률지수(강현호, 

2007), 그리고 영어에 대한 태도(문수정, 2008; 채종문, 200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2. 입력 강화 기법(input enhancement)

입력 강화 기법은 가르치고자 하는 언어형태의 외형을 변형시키거나 강조하여 

학습자의 집중을 유도하는 기법이다(Smith, 1991).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이 이 

기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Jourdenais, Ota, Stauffer, Boyson, & 

Doughty, 1995; Lee, 2007; Shook, 1994; Williams, 1999). 

입력 강화 기법의 예로는 음성적 입력 강화(Intonational Input Enhancement)

와 시각적 입력 강화(Typographical Input Enhancement)가 있다. 전자는 구두 

언어에서는 발화의 억양, 강세, 길이 등의 음성 조작을 통해 유의미한 언어입력 

속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형태에 주의집중 하도록 유도한다. 후자는 문자 언어에서

는 글자나 구문의 외형을 크기, 색깔, 밑줄 긋기 등을 통해 특이하게 변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특정 언어 형태에 집중하도록 한다. 특히, 시각적 입력 강화는 읽기자료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휘 및 문법 등의 목표 언어형태를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변형 및 강화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읽기활동 중에 목표 언어형태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즉, 시각적 입력 강화를 통한 제2언어 읽기교수⋅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언어형태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그 학습효과가 크다.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구문이라는 언어형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의미단위 중심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읽기학습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이 있다(송해성, 2004, 

2011; 오철록 & 최수영, 2010; 왕건, 2015; 윤병남, 2013). 이들 연구에서 구문에 

집중하도록 하는 입력 강화 기법은 한국인 EFL 학습자의 읽기 이해력, 읽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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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문장을 의미단위로 구분하기 위해 단순히 단어들 사이에 사선을 긋는 방식을 

사용하였거나, 의미단위로 나눈 문장을 여러 행에 걸쳐 입력 강화된 읽기자료로 

제공하더라도 의미단위들 간의 위계질서가 파악되기 힘들도록 일괄적으로 왼쪽 또는 

가운데 정렬을 하였으며, 의미단위를 부분적으로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여 주변 시야가 미리 앞뒤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써 구문 입력 강화 기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나 

연구자가 문장을 의미단위로 직접 나누어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읽기자료를 의미단위로 볼 수 없었으며,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도 많이 요구되므로 실제 영어 교육현장에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2.3. 텍스트의 구문 시각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구문 시각화는 VSTF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다. 

VSTF 기술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문장을 한 두 시폭(perceptual span)2)이 허용하는 

길이 내로 통사적 의미단위로 나눈 후, 복잡한 통사 위계를 명시하기 위해 줄 바꾸기와 

다양한 들여쓰기를 이용하여 문장을 여러 행에 걸쳐 시각적으로 재배치시키는 하나의 

글 구성방식이다. 이 외에도 VSTF는 문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사들을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여 독자들의 의미 파악을 돕는다. 

  In Tunisia, almost half  of the land 
is part of the Sahara Desert. It is so 
hot all year round that some 
Tunisians in the desert areas have 
built their houses underground. They 
look like big holes in the ground.

→

In Tunisia,
   almost half
    of  the land
   is part
     of  the Sahara Desert.

It is so hot
    all year round
   that some Tunisians
      in the desert areas
     have built
      their houses underground.

그림 1. 일반 줄글(왼쪽)과 VSTF 기술로 구문 시각화된 글(오른쪽) 예시

입력강화 방법으로서의 구문시각화가 읽기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음성언어

2) 인간의 시선이 한 번 고정하는 동안 인지 가능한 범위로 독자의 능숙도에 따라 한 번의 시폭에 
읽을 수 있는 단어수가 다르다(Rayner, Slattery & Bélang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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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ken language)와 다른 문자언어(written language)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성언어는 음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그리고 단어를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을 

통하여 문장구조의 통사 위계를 드러내며, 다음에 이어질 구 또는 절의 통사 범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Fallon, Peelle & Wingfield, 2006). 음성언어의 

운율이 나타내는 통사 정보가 음성정보의 의미파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많은 

인지신경심리학, 언어학, 심리학 연구들이 검증해 왔다(Frazier, Carlson & 

Clifton, 2006; Steinhauer, Alter & Friederici, 1999; Walker, Scholoss, 

Vogel, Gordon, Fletcher & Walker, 2007). 음성언어에서 운율적⋅통사적 실마

리들이 제거되었을 때 청자들의 내용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한다(Heim & Alter, 2006; Wingfield & Tun, 2007). 그런데 문자언어는 쉼표와 

온점 등의 소수의 표시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운율적⋅통사적 실마리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독자가 청자보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러한 문자언어 이해의 어려움을 문장이 길어지고 통사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가중

된다. 이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과부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언어를 

이해할 때 기억의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 줄글이라는 일직선의 입력으로부터 

문장구조의 통사적 위계구조를 분석 및 재구성하며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Grodner & Gibson, 2005).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는 의미 단위로 나누어진 구문을 제시함으로써 문장의 복잡한 

통사구조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은 끊어 읽기와 마찬가지

로 입력을 단어 단위보다 좀 더 큰 의미 뭉치인 구절로 제시함으로써 기억 대상이 

되는 정보를 의미있게 연결하는 인지 과정인 의미 덩이 짓기(chunking)와 유사하다. 

의미 덩이 짓기는 효과적인 인간의 학습 방법으로서 단기 기억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Barnard, Lieven, & Tomasello, 2009).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글을 아래로 좁고 긴 폭포형태로 보여준다

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들이 특정 구절을 볼 때 인접한 구절들의 상대적인 

들여쓰기까지 동시에 인지하도록 하여 의미단위들 간의 위계를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Walker et al., 2007). 좁은 글의 폭은 또한 독자가 앞에 읽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회귀 현상(regression)3)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가능할 

경우 읽기속도와 내용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VSTF 기술을 이용한 구문 시각화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어 원어민과 제2언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하 ESL) 학습자들을 

3) 이전에 읽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는 현상으로 이해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이다. 회귀 현상은 
이전 내용에 대한 이해력은 높일 수 있으나 읽기 활동 전반에 대한 집중력과 읽기 속도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송해성, 2011; 윤미현, 2000). 회귀는 또한 단어의 난이도나 통사구조 복잡성에 따라 
그 횟수가 달라진다(송해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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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 Walker와 Vogel (2005)은 미국 원어민 65%와 ESL 학습자 

35%로 이뤄진 6, 7, 8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또는 언어과목 

교과서를 일주일에 50분씩 1년 동안 읽게 하였다. 그 결과, 국가 표준 읽기 이해력 

평가에 대한 구문 시각화 텍스트 활용 읽기학습의 효과크기는 40% 이상으로 그 

영향력이 컸으며, 해당 실험집단이 1년 동안 보인 읽기능력 향상도는 미국 국가 

기준으로 2년 내지 3년의 향상도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Warschauer 등(2011) 

역시 VSTF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미국인 초등학생의 읽기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4학년과 6학년 

반 50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영어 원어민과 ESL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1년간의 

구문 시각화 텍스트 활용 결과, 학습자의 읽기활동에 대한 자신감, 학습태도, 그리고 

읽기학습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줄글보다 구문 

시각화된 글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소수이나, EFL 환경에서의 구문 시각화 연구도 있었다. 먼저 Herbert (2014)는 

17세에서 21세 사이의 일본인 EFL 학습자 49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3개월 동안 여러 개의 글을 각각 다른 글 배치방식으로 정독하게 하였다. 

사후 평가는 일반 줄글로 된 지문과 구문 시각화된 지문으로 학습자의 읽기 이해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구문 시각화된 글을 읽을 때에 글의 키워드 

찾기와 요지파악을 더 잘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선고정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되었다. 그러나 읽기시간, 읽기 이해력, 그리고 읽기 효율도 면에서 두 

글 형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독자가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아도 그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안구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훑어 읽기능력이 

신장되어 글의 키워드 찾기와 요지파악이 더욱 쉬워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읽기 이해력, 읽기속도, 그리고 읽기 효율도에서 유의한 

능력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은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 시간이 적었거나,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등, 그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성인 EFL 학습자라는 특성상 명시적 문법 및 구문 지도를 통한 전통적인 

읽기교수⋅학습법에 익숙하여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통사 구조에 집중하게 하는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습관과 상이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옥미정(2012)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그는 한국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구문 시각화 텍스트 읽기가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한 

학기의 실험수업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내용을 구문 시각화된 형태로 

읽은 실험집단이 일반 줄글로 읽은 통제집단보다 내용 이해력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일반 줄글로 치러진 내용 이해력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588 오로사⋅박영민⋅이희경

점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읽기속도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더 큰 

향상을 보였다. 이처럼 구문 시각화가 한국인 고3 EFL 학습자의 읽기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연구자가 밝혔듯이 연구 참여자들 중에 문자해독 조차 

안 되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3이라는 

특성상 잦은 학기 중 현장학습과 취업으로 학업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해당 학습자들의 영어수업과 읽기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상당히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구문 시각화 

텍스트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승아(2013)는 옥미정(2012)과 Herbert (2014)와는 대조적인 연구결과를 보였

다. 그는 한국인 중학교 2학년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구문 시각화에 많이 노출된 

실험집단 1, 적게 노출된 실험집단 2, 그리고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구문 시각화가 

학습자의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한 학기 동안의 실험수업을 통해 관찰하였

다. 그 결과, 실험집단 1, 2, 그리고 통제집단 순으로 듣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두 실험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문 시각화 활용 듣기수업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이전 연구와 상이한 연구 환경에 기인한다. 실험수업이 중학교 2학년 영어수업시

간에 진행되어 앞의 두 선행 연구들(옥미정, 2012; Herbert, 2014)보다 충분한 

수업시간 확보가 가능했으며,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상위 수준반 학생들이었다는 

특성상 문자 해독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VSTF를 

활용한 언어학습이 효과를 보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문 시각화

에 대한 흥미, 듣기능력과 읽기능력 향상효과에 대한 인식, 지속적인 사용 희망, 

그리고 개인사용 희망에 대해서는 구문 시각화에 더 많이 노출된 실험집단 1이 

적게 노출된 실험집단 2보다 더 높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지금까지 EFL 환경에서의 유용한 읽기 지도 방식인 끊어 읽기와 입력 강화 

방법, 그리고 끊어 읽기 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구문 입력 

강화 방법인 VSTF 기술을 살펴보았다.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의 효과를 살펴본 모든 선행 연구들(옥미정, 2012; Herbert, 2014)

은 원어민이나 ESL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큼 큰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해당 연구들의 구문 시각화 텍스트 활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참여도 및 문자 해독 능력 등이 부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충분한 시간의 듣기훈련이 듣기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을 밝힌 이승아(2013)의 연구를 미루어 보아, 충분한 

노출 시간이 실험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텍스트의 구문 시각화를 이용한 영어 읽기학습이 중학생의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589

대상으로 구문 시각화 텍스트 연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A중학교의 2학년 세 개 반 학생 95명(남 38명, 여 

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중학교는 남녀합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학년 

영어수업은 직전 학기의 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상급반과 하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다. 

연구 시작 전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많은 학생들(93%)은 영어권 국가 체류경험이 없었다. 영어학습 방법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영어 학습을 하고 있었고(56.2%),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원 학습을 병행하였다(34.7%). 본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 포맷을 접해 본 학생들은 

전혀 없었으며, 본 연구의 시험과 유사한 영어능력인증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4.21%).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길고 복잡한 문장’이 가장 

큰 비중(28.9%)를 차지하였고, ‘단어와 숙어(22.3%)’, ‘문법(20.5%)’, ‘한국어와 

다른 어순(11.4%)’, 그리고 ‘부족한 배경지식(9.6%)’ 등이 뒤를 이었다. 과반수의 

학생들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통사구조와 관련된 것(길고 복잡한 문장, 문법, 

한국어와 다른 어순)이 영어학습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연구의 도구가 통사구조의 이해를 돕는 것이므로, 상, 하급반 중 통사구조 지식이 

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하급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 개의 영어 하급반을 

각각 실험집단 1(n = 30), 실험집단 2(n = 33), 그리고 통제집단(n = 32)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처치를 다르게 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실험집단 1과 2는 공통적으

로 수업의 모든 읽기자료를 VSTF로 구문 시각화된 글로 읽었으며, 통제집단은 

동일한 내용의 모든 읽기자료를 일반 줄글로 읽었다. 실험집단 1과 2는 명시적 

문법 및 끊어읽기 지도 병행 유무에 따라 나뉘었다. 실험집단 1에서는 명시적 지도를 

병행하지 않았고, 실험집단 2에서는 명시적 지도를 병행하였다. 이와 같이 두 실험집

단의 처치를 달리한 이유는,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의 효과가 기존의 문법 

및 구문 학습 병행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 2와 같이 명시적 문법 및 구문 지도를 병행하여 최대한 기존의 영어수업방식

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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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1, 2, 그리고 통제집단이 사전에 서로 동질한 집단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독해력 점수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

고, 세 집단이 사전에 동질한 집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F(2, 92) = 1.20, p > .05].

구문 시각화 글 읽기가 학습자의 영어 독해력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집단을 연구 전 영어 독해력 수준에 근거하여 상, 

하 집단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강진민과 조윤경, 20098; 박효진과 이은주, 

2011; 양문정과 이은주, 2012)를 참고하여, 사전 독해력 점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 1/2되는 범위로 구분하였는데 동점자 때문에 표본 수가 그룹별로 다소 상이하였

다. 그 결과, 상위 수준의 실험1집단에는 14명, 실험2집단에는 17명, 통제집단에는 

16명이 배치되었고, 하위 수준으로는 세 집단 모두 각각 16명이 배치되었다. 각 

수준별 집단은 소표본(n < 30)이지만, Shapiro-Wilk test과 Levene’s test를 이용

한 정규성과 등분산성 검정 결과를 만족하여 모수적 통계검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였다. 상⋅하위 수준별로 실험집단 1, 2, 그리고 통제집단이 사전에 서로 동질한 

집단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독해력 점수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상⋅하위 수준별로 세 집단이 사전에 동질한 

집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상위그룹, F(2, 44) = 1.47, p > .05; 하위그룹, F(2, 

45) = 1.31, p > .05].

3.2. 연구수업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5주간 60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수업 

전의 사전 평가단계에서는 세 집단에 대한 사전 평가를 약 1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 평가단계에서는 세 집단에 대한 독해력 평가와 영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두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구문 시각화된 글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 11개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수업단계에서는 각 집단별로 다른 학습법을 적용하여,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주 동안 교과서 6과에서 10과까지 연구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집

단 1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읽기자료를 구문 시각화된 글로 읽되 명시적 

문법 및 끊어 읽기 지도를 병행하지 않았다. 단, 학생이 질문할 때에는 해당 문법 

및 구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실험집단 2는 모든 읽기자료를 구문 시각화

된 글로 읽되, 명시적 문법 및 끊어 읽기 지도도 병행하였다. 즉, 교사는 기존의 

영어 읽기수업 때와 같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거나,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거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르거나, 질문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법과 구문을 이용해 

문장을 일일이 의미단위로 끊어 읽고 해석해주었다. 통제집단은 동일한 내용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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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를 일반 줄글로 읽었으며, 실험집단 2와 같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시적 

문법 및 끊어 읽기 지도를 받았다. 

연구수업 후의 사후 평가단계에서는 세 집단에 대한 사후 평가를 약 1주일 간 

실시하였다. 사후 평가단계에서도 독해력 평가와 영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사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사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두 실험집단은 구문 시각화된 

글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 11개를 추가적으로 응답하였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연구 도구는 읽기자료, 독해력 평가지, 그리고 설문지가 

있다.

 

3.3.1. 구문 시각화로 변환된 읽기자료

실험집단 1과 2를 위한 읽기자료는 해당 학교의 영어 교과서 본문과 교과서의 

워크북 지문들을 그림 1에 있는 구문 시각화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지면으로 

제공하였다. 추가로, 교과서의 듣기 대본도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공함

으로써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였다. 이들 실험집단

은 구문 시각화된 읽기자료로 수업을 들었고 과제를 했다. 이에 반에, 통제집단은 

동일한 내용의 읽기자료를 일반 줄글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완성하였다. 

3.3.2. 독해력 평가

평가의 지문과 문제는 국내 정부기관, 대학교, 공교육기관, 자사고, 외고 및 국제중

의 입학전형 등에서 사용되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인 TOSEL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의 것을 사용하였다. 이 시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

지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연령별 인지단계를 고려한 문제형식과 난이도로 영어능력을 측정한다(국제토셀위원

회, 2012, 2015).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것과 해당 

연구가 구문복잡성에 대한 인지력 향상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교사와의 상의 하에 해당 실험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High Junior수준의 

시험문제들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위한 평가지를 제작하였다. 

평가는 45분인 중학교 수업시간 내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15개의 지문에 대하여 24개의 선다형 문항을 풀도록 구성되었다. 지문의 내용은 

독해력에 영향을 주는 배경지식의 개인차를 통제하고자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학생들

에게 최대한 친숙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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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구문 시각화된 포맷이 아닌 일반 줄글로 제작하였다(부록 1 참고). 

사전과 사후 독해력 평가 지문들의 통사구조 복잡성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글의 다면적인 특징과 난이도를 분석해주는 웹기반 텍스트 분석 도구인 Coh-Metrix 

ver. 3.0을 이용하였다. Coh-Metrix ver. 3.0가 제공하는 106개의 측정치 중, 통사구

조 복잡성을 보여주는 통사적 단순성 측정치(syntactic simplicity, PCSYNp)를 

활용하였다. 해당 측정치는 백분율로 표시되며, 그 값이 작을수록 글의 통사구조가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독해력 평가지의 지문 선정 방법은 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 공신력 있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의 지문 71개에 대하여 Coh-Metrix를 

이용해 통사적 단순성 측정치(PCSYNp)를 구한 후, 다양한 용이도에 걸쳐 서로 

값이 근사한 지문 15쌍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전과 사후 독해력 평가지의 평균 

통사구조 용이도가 동일하도록 해당 15쌍의 지문들을 둘로 나누어 각각 사전과 

사후 평가지로 만들었다. 두 평가지 지문들의 평균 통사구조 복잡성은 Coh-Metrix

의 통사적 단순성 측정치(PCSYNp)를 기준으로 각각 사전 독해력 평가지는 60.9%

이고, 사후 평가지는 59.7%로 서로 유사하였다.

이 외에도 독해력에 영향을 주는 어휘력의 개인차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담당교사

와 상의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빈도수가 낮은 단어일 경우 한국어 뜻을 

주석으로 제시하였다. 

3.3.3. 설문지

본 연구는 구문 시각화된 글을 활용한 읽기지도가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 설문문항 5-6개, 영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 25개(부

록 2 참고), 그리고 구문 시각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 11개(부록 3 참고)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조사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평소의 영어 학습법, 

영어로 쓰인 글이 어려운 이유, 본 연구에 쓰인 영어시험을 준비한 경험, 그리고 

구문 시각화된 글을 접해본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평소의 

영어 학습법과 영어로 쓰인 글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묻는 설문문항들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문 시각화를 접한 경험을 묻는 문항은 두 실험집단에 한하여 

조사되었다.

영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992년과 2004년에 제시

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들’을 토대로 기존의 선행연구(이승아, 2013; 

이효웅, 1996; 정재민 & 서천수, 2008)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설문문항들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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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격에 맞게 선택 및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해당 설문은 총 25개의 설문문항들

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문항의 공통된 속성에 따라 영어 학습태도, 읽기 학습법, 

흥미, 자신감, 동기, 그리고 불안감이라는 여섯 개의 하위 설문영역들로 분류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1점까지 표시하였다. 사전과 사후 설문의 세부 설문영

역별 설문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가 .68과 .90 사이로 낮지 않은 신뢰도를 보였다.  

구문 시각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그 특성상 연구수업을 통해 구문 

시각화된 글에 노출된 두 실험집단에 한하여 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은 Walker 등

(2005)이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문항 한두 개를 

더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문항의 개수는 총 11개이며, 문항들의 공통된 속성에 따라 

구문 시각화 선호도, 안구 피로도,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 영어 읽기능

력에 대한 인식, 구문 시각화 수업 선호도, 그리고 개인사용 희망이라는 여섯 개의 

하위 설문영역들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도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1점까지 표시하였다. 

구문 시각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조사한 설문의 경우, 총 11개의 문항들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의 Cronbach’s α가 각각 0.92와 0.89로 관찰되어, 설문문항

들의 내적 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설문영역별 신뢰도도 대체로 0.7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문 시각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설문지의 

문항들이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연구 결과

4.1. 집단 간 독해력 향상 결과

구문 시각화된 글을 활용한 읽기지도가 학습자의 독해력을 향상시켰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먼저 전체 집단에 대해 독해력 평가의 사전과 사후 점수를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전과 사후 점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집단의 독해력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t(94) = 11.6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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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해력 점수의 기술 통계치 및 향상 검증

집단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실험1 30 10.67 4.92 17.40 4.15

11.682 .000***실험2 33 12.36 4.20 18.85 3.61

통제 32 12.09 4.77 13.28 4.69

***p < .001

전체 집단의 독해력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두 실험집단

의 사후 점수도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후 

점수의 향상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들 사이에서 관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후 독해력 점수에 

대해 일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one-way repeated-measures ANOVA)을 실

시했다. 세 집단 사이에 사후 독해력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F(2, 92) 

= 32.923, p < .001, η2 = .417]. 처치의 효과는 부분 에타 제곱 측정치(η2)로 

측정하였는데, Hatcher (2013)에 의거하여 .01, .06, .14의 값을 기준으로 효과 

크기를 작거나, 중간이거나,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VSTF 활용 읽기지도의 독해력에 

대한 효과의 크기는 0.417로 집단 간 차이 변량의 41.7%를 설명하여 큰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사후 점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쌍에서 관찰되는지도 

확인하기 위하여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실험집단 

간에는 점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p > .05),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를 통제집

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였다[실험집단 1과 

통제집단, p < .01;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 p < .001]. 그림 2는 독해력 평가의 

집단별 사전-사후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집단별 독해력 점수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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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준별 집단 간 독해력 향상 결과

실험집단 1, 2와 통제집단 사이에 독해력 점수 향상의 차이가 유의하므로, 독해력 

향상 정도가 학습자의 사전 영어 독해력 수준에 따라서도 상이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수준별로 전체 집단에 대해 독해력 평가의 사전과 사후 점수를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해 사전과 사후 점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 독해력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었다[상위수준, t(46) = 7.00, p < .001; 하위수준, t(47) = 10.30, 

p < .001].

표 2. 수준별 독해력 점수의 기술 통계치 및 향상 검증

수준 집단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상위
그룹

실험1 14 14.71 2.84 19.50 3.28

6.998 .000***실험2 17 15.53 1.88 20.76 2.44

통제 16 16.06 1.69 16.19 2.40

하위
그룹

실험1 16 7.13 3.34 15.56 4.03

10.300 .000***실험2 16 9.00 3.25 16.81 3.58

통제 16 8.13 3.24 10.38 4.65

***p < .001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에서 전체 집단의 독해력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

하게 향상되었으며, 두 실험집단의 사후 점수도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

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후 점수의 향상이 각 수준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쌍에서 관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후 독해력 점수에 대해 일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one-way 

repeated-measures ANOVA)과 Bonferroni 방법을 통해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에서 집단 간 사후 독해력 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부분 에타 제곱 측정치(η2)로 살펴본 구문 시각화 텍스트 활용 읽기지도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독해력에 대한 효과크기는 각각 0.513과 0.459로 집단 간 차이 변량의 

51.3%와 45.9%를 설명하여 큰 효과(η2  > .14)를 보였다[상위그룹, F(2, 44) 

= 23.133, p < .001, η2 = .513; 하위그룹, F(2, 45) = 19.10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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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2 = .459]. 

이와 같은 집단 간 수준별 사후 점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쌍에서 관찰되는

지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상위그룹의 사후 점수를 

비교해보면 두 실험집단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없었으나(p > .05), 각각의 실험집단

을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였다[실험

집단 1과 통제집단, p < .01;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 p < .001]. 

집단 간 하위그룹의 사후 점수를 비교해보면, 상위그룹과 마찬가지로 두 실험집단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없었으나(p > .05), 각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였다[실험집단 1과 통제집단, p 

< .01;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 p < .001]. 따라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에서 

실험집단들 사이의 점수 차이는 없었으나, 두 실험집단을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

는 각각 유의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림 3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각각 독해력 점수를 집단별로 사전-사후 점수 변화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상위그룹(왼쪽)과 하위그룹(오른쪽)의 집단별 독해력 점수 변화 비교

4.3. 정의적 태도변화 결과

구문 시각화가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태도와 구문 시각화 방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연구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두번째 

설문인 구문 시각화 방법에 대한 것은 두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영어에 대한 태도가 실험 전, 후에 변하였는지, 그리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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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영역별 기술 통계치 및 태도변화: 영어에 대한 태도 

설문영역 집단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영어 
학습태도

실험1 3.48 .76 3.79 .46

 6.369 .000***실험2 3.34 .58 3.89 .57

통제 3.48 .52 3.79 .48

읽기 
학습법

실험1 2.74 .68 3.83 .55

 6.363 .000***실험2 2.90 .68 3.82 .38

통제 3.01 .59 2.95 .73

흥미

실험1 2.65 .94 3.39 .70

 6.365 .000***실험2 2.78 .82 3.40 .70

통제 3.03 .59 3.26 .70

자신감

실험1 2.45 .83 3.18 .80

 7.539 .000***실험2 2.71 .82 3.24 .86

통제 2.79 .64 3.13 .72

동기

실험1 3.40 .71 3.70 .63

 5.298 .000***실험2 3.62 .59 3.74 .67

통제 3.37 .50 3.80 .58

불안감

실험1 3.23 .78 3.56 .67

 5.408 .000***실험2 3.31 .65 3.60 .62

통제 3.19 .56 3.66 .67

***p < .001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실험 전후의 태도를 살펴보면 모든 설문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이는 표 3에 제시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가 뒷받침한다. 

사후에 향상된 태도점수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들 사이에서 관찰되는지를 설문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영어에 대한 사후 태도점수에 대해 설문영역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과 Scheffe의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세부 설문영역별로 볼 때, 읽기 학습법에서 집단 간 사후 태도점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F(2, 92) = 24.88, p < .001, η2  = .351]. 이 결과는 큰 효과(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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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를 보였는데, 이는 구문 시각화 텍스트 읽기가 집단 간 차이 변량의 35.1%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읽기 학습법을 제외한 모든 설문영역에서 집단 간 사후 

태도점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집단 간에 사후 태도점수 차이를 보인 읽기 학습법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점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쌍의 대소관계에서 기인하는지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후 읽기 학습법의 태도점수에서 두 실험집단 

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p > .05),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를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였다[실험집단 1과 통제집

단, p < .001; 실험집단 2와 통제집단, p < .001]. 그림 4는 읽기 학습법의 집단별 

사전-사후 태도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를 볼 때, 두 실험집단이 

구문 시각화를 이용한 읽기 학습법을 선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 집단별 읽기 학습법 태도변화 비교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 후에 그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두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영역별 기술 통계치 및 태도변화: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

설문영역 집단
사전 사후

t p
M SD M SD

구문 
시각화 
선호도

실험1 3.58 1.12 3.81 0.63
2.046 .045*

실험2 3.68 0.81 3.95 0.74

안구 
피로도

실험1 3.83 0.98 3.57 0.94
-0.590 .557

실험2 3.79 0.89 3.8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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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01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실험 전후의 태도 변화를 살펴 볼 때, 구문시각화 선호도, 

읽기능력 향상 인식, VSTF 활용 수업 선호도 등에서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표 4에 제시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가 뒷받침한다. 

실험 후에 변화가 나타난 위의 세 가지 설문 영역에서 두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사후 점수를 이용하여 독립표본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실험 집단간의 차이는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수업 선호도

[t(94) = 2.76, p < .01]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험집단 2의 구문 시각화 

활용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논의

본 연구는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지도가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영어 

독해력과 정의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일반 

줄글로 제시된 독해력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결과를 분석

했다. 구문 시각화가 학습자의 독해력 향상과 정의적 태도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할 수 있으나, 다음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첫째,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의 독해력 향상에 대한 효과를 알아봄에 

있어 처음으로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둘째,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한국 영어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시적 문법과 구문 지도 없이 학습자의 영어 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설문영역 집단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읽기능력 
향상 인식 

실험1 3.68 0.96 4.08 0.54
4.690 .000***

실험2 3.57 0.55 4.14 0.66

영어능력 
향상 인식

실험1 3.80 0.89 3.67 0.76
0.121 .904

실험2 3.51 0.62 3.67 1.08

구문 
시각화 

활용 수업 
선호도

실험1 3.60 1.16 3.73 0.76
2.498 .015*

실험2 3.76 0.79 4.30 0.77

개인사용 
희망

실험1 3.43 1.25 3.57 0.94
1.361 .178

실험2 3.21 1.05 3.5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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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 읽기의 독해력 향상 효과

세 집단 간의 독해력 평가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실험집단 1과 2 사이에는 사후 

점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실험집단을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사후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구문 시각화 활용 

읽기지도가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문법지도를 

하지 않은 실험집단 1이 명시적 지도를 병행한 실험집단 2와 구문 시각화 활용 

읽기학습 이후의 독해력에 차이가 없었다는 이 결과는 그 의미가 크다. 읽기 학습에 

있어 구문 시각화를 활용하면 명시적 문법 및 구문 지도를 병행하지 않아도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독해력 발달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학습자의 독해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국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Walker et al., 2007; Walker & Vogel, 2005; 

Walker et al., 2005). 그러나, 구문 시각화가 한국인 고등학생 EFL 학습자의 

일반 줄글에 대한 독해력 향상에 효과가 없었다고 한 옥미정(2012)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5.2.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 읽기 효과의 학생 독해 수준에 따른 차이

수준별로 집단 간의 독해력 평가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먼저 상위그룹의 집단 

간 사후 점수를 비교해보면 실험집단 1과 2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없었으나, 두 

실험집단을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사후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위그룹의 집단 간 사후 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두 실험집단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을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사후 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문 시각화 활용 읽기지도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독해력에 대한 효과의 크기는 구문 시각화가 두 수준별 그룹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학습자의 독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독해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국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Walker et al., 2007; 

Walker & Vogel, 2005).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의미단위 끊어 읽기능력 즉, 통사구조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

로써 학습자의 일반 줄글에 대한 독해력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사구조 인지능력 향상이 독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며(강현호, 2007; 김성중, 2010; 문수정, 2008; 송해

성, 2004, 2011; 오철록 & 최수영, 2010; 채종문, 2009; 추헤라, 2010; Ho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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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ivedi, 1998; Smith, 2012), 동시에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통사구조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구문 시각화의 효과도 입증하였다.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이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일반 줄글에 

대한 독해력 향상에 미친 효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문 시각화로 영어 읽기학

습을 하면 한국 영어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법 및 구문 지도법을 병행하지 

않아도 독해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며, 이와 같은 향상효과는 상⋅하위그룹 학습자 

모두에게 비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문 시각화를 통해 학습자의 통사구

조 인지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5.3.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 읽기의 정의적 태도변화 효과

본 연구에서는 독해력 평가와 함께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영어에 대한 태도와 구문 시각화에 대한 

태도 각각에 대해 묻는 두 종류의 설문조사에 대해 답하였다.

먼저 영어에 대한 태도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결과, 읽기 학습법에서만 두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보다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두 실험집

단 사이에는 읽기 학습법의 태도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문 시각화 

활용 읽기지도의 읽기 학습법에 대한 효과의 크기는 .351로 구문 시각화가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문장을 보다 큰 의미단위로 끊어서 읽도록 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은 문법 및 구문 지도를 

병행하지 않아도 학습자의 읽기 학습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력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구문 시각화가 학습자의 읽기 학습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Warschauer 등(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구문 시각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 결과, 구문 시각화 

선호도, 읽기능력 향상 인식, 그리고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수업 선호도에서 두 

실험집단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구문 

시각화에 대한 태도가 사후에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승아, 2013; Walker et al, 2005; Warschauer et al., 2011). 특히,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수업 선호도에서 실험집단 2가 실험집단 1보다 유의하게 높은 

사후 태도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는 대개 일반 줄글보다 

구문 시각화와 이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선호하며, 구문 시각화가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습자들은 구문 시각화를 활용한 

읽기학습 시에 문법 및 구문에 대한 지도도 함께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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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설문결과를 정리하면, 구문 시각화를 영어 읽기학습에 꾸준히 활용한 학습자는 

문법 및 구문 지도를 병행하지 않아도 그의 읽기 학습법이 단어별 끊어 읽기에서 

의미단위 이상의 끊어 읽기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은 

일반 줄글보다 구문 시각화로 영어 읽기학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을 더 선호하며, 

구문 시각화가 자신의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 영어교육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교육현장

에서도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EFL 환경은 그 특성상, 음성언어를 통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양과 질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기에, 이와 같은 제약이 거의 없는 문자언

어를 통하여 영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전히 더 효과적이다. 영어 읽기교수⋅학습을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문법과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의미단위

로 끊어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김학양, 2002; 신충성, 2015).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영어 읽기교수⋅학습법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길고 복잡한 문장을 

교사가 일일이 의미단위로 끊어서 보여주는 기존의 읽기교수⋅학습법은 제한적인 

영어수업 시간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둘째, 한국어와 매우 다른 구문을 가진 

영어를 배우는 EFL 학습자들에게 교사의 끊어 읽기 식 읽기지도는 자발적인 영어 

읽기학습능력 발달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STF 기술을 이용한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 읽기자료를 활용한 읽기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인 중학생 EFL 학습자의 일반 줄글에 대한 독해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기존의 비효율적인 영어 읽기교수⋅학습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같은 EFL 환경에서의 제한적인 수업 시간을 고려해볼 

때, 영어 텍스트를 VSTF로 구문 시각화하여 읽기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 줄글의 

읽기자료를 이용하여 명시적 끊어 읽기 지도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일반 줄글 

보다 구문 시각화된 글을 사용해 읽기수업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므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학교 2학년 영어 하급반 학생들로 구성되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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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 제한이 있었다.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영어 수준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구문 시각화 텍스트 읽기가 일반적인 한국인 

EFL 학습자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VSTF를 이용한 한 국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VSTF로 구문 시각화한 텍스트 

읽기는 구문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어려울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추측된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중학교 2학년으로 읽기자료의 통사적 복잡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 복잡한 구문과 내용의 읽기자료를 읽는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구문 시각화된 텍스트 읽기의 효과를 관찰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VSTF 기술은 일반 줄글의 디지털 텍스트를 수초 안에 구문 시각화된 

글로 전환시켜 디지털 모니터 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매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혹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VSTF로 구문 시각화 한 텍스트를 지면으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

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면, 수업 준비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겠다. 또한, 

학습자들 스스로 일반 줄글을 VSTF 기술을 이용하여 구문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준에 맞는 원하는 글을 변환하여 읽는 개인화된 수업도 가능하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며, 구문 시각화를 이용한 개인화된 읽기학습

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발달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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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독해력 평가와 문제 샘플4)

다음 글은 1번과 2번에 해당합니다.

1. 왜 털복숭이 맘모스는 몸에 긴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A) 털이 맘모스가 적들에게 더 사나워 보이도록 만들어줘서

(B) 털이 맘모스가 주변 환경에 섞여들게 도와줘서

(C) 털이 맘모스를 추운 기후 속에서 따뜻하게 유지해줘서

(D) 털이 맘모스의 피부가 벌레에게 물리는 것을 막아줘서 

2. 털복숭이 맘모스가 멸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구가 너무 많이 추워지기 시작해서

(B) 빙하기가 시작되어서

(C) 코끼리에게 죽임을 당해서

(D)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4) 본 지문과 문제 샘플은 본 실험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TOSEL 공식 홈페이
지에 공개되어있는 것으로써 실험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와 동일한 유형이다(토셀, http://www. 
tosel.org/receipt_info/info_02_3, 2016년 12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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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지(사후, 모든 집단)

◈ 다음 질문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영어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
나는 학교 영어수업이 내 영어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3. 나는 학교 영어수업의 읽기시간에 집중해서 영어를 읽는다. 5 4 3 2 1

4. 나는 학교 영어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한다. 5 4 3 2 1

5.
나는 교과서 외에도 영어로 쓰인 다른 책이나 글을 스스로 
찾아서 읽어본다. 

5 4 3 2 1

6. 나는 영어 글을 읽을 때, 한 단어씩 읽고 해석한다. 5 4 3 2 1

7.
나는 영어 글을 읽을 때, 한 단어씩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의미단위로 끊어서 읽고 해석한다.

5 4 3 2 1

8.
나는 영어 글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해석하는 것보다 글
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5 4 3 2 1

9. 나는 영어공부가 재밌다. 5 4 3 2 1

10. 나는 영어수업 시간이 즐겁다. 5 4 3 2 1

11. 나는 영어로 쓰인 글이나 책을 읽는 것이 즐겁다. 5 4 3 2 1

12. 나는 영어로 쓰인 글을 보면 읽어보고 싶다. 5 4 3 2 1

13.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4. 나는 나의 영어 읽기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5 4 3 2 1

15. 나는 웬만한 영어 글은 혼자서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5 4 3 2 1

16. 영어 글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5 4 3 2 1

17.
나는 영어 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잘 읽을 수 있다. 

5 4 3 2 1

18. 나는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잘 하고 싶다. 5 4 3 2 1

19. 나는 하루일과 중에 영어 읽기공부를 할 시간을 계획한다. 5 4 3 2 1

20.
나는 앞으로 내 영어 읽기능력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21.
나는 앞으로 내 전반적인 영어능력(읽기, 듣기, 쓰기, 말하
기)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22. 나는 영어수업시간이 되어도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는다. 5 4 3 2 1

23.
나는 영어로 쓰인 책이나 글을 봐도 긴장되거나 혼란스럽
지 않다.

5 4 3 2 1

24.
나는 영어로 쓰인 책이나 글을 읽을 때, 긴장되거나 혼란
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5 4 3 2 1

25.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내가 잘 읽지 못 
할까봐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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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구문 시각화 텍스트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지

(사후, 실험집단)

◈ 다음 질문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변형된 글(VSTF)이 일반 줄글 보다 더 좋다. 5 4 3 2 1

2. 변형된 글(VSTF)로 영어를 읽는 것이 흥미롭다. 5 4 3 2 1

3.
나는 영어를 변형된 글(VSTF)로 읽을 때가 일반 줄글로 
읽을 때보다 글을 더 빨리 읽는 것 같다.

5 4 3 2 1

4.
나는 영어를 변형된 글(VSTF)로 읽을 때가 일반 줄글로 
읽을 때보다 내용이해가 더 잘 되었다.

5 4 3 2 1

5.
나는 영어를 변형된 글(VSTF)로 읽을 때가 일반 줄글로 
읽을 때보다 글의 내용을 더 잘 기억했다.

5 4 3 2 1

6.
나는 글을 변형된 글(VSTF)로 읽을 때가 일반 줄글로 
읽을 때보다 눈이 덜 피로했다.

5 4 3 2 1

7.
변형된 글(VSTF)은 나의 영어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8.
변형된 글(VSTF)은 나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9.
나는 다른 영어 책이나 글도 변형된 글(VSTF)로 읽어보
고 싶다.

5 4 3 2 1

10.
앞으로도 영어수업 시간에 계속 변형된 글(VSTF)을 사
용했으면 좋겠다.

5 4 3 2 1

11.
나는 학교 밖에서도 변형된 글(VSTF)을 개인적으로 영
어공부에 사용하고 싶다.

5 4 3 2 1

◈ 다음 질문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밑줄 위에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12. 변형된 글(VSTF)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변형된 글(VSTF)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