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i.org/10.24303/lakdoi.2018.26.1.119

시트콤을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Formulaic Sequences)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

김혜정
(국민대)

Kim, Hye Jeong. (2018). Learning formulaic sequences using a sitcom in a
second-language classroom.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1), 119-14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ffective approaches to the acquisition of
formulaic sequences using a sitcom in a classroom and to consider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learning and teaching using sitcoms. To find out what teachers should
focus on when using sitcoms as learning material in their classrooms, this study
consists of two groups of subjects: an experimental group that focuses on the story,
context, and situation of characters in a sitcom; and a control group that focuses on
linguistic analysis and grammatical explanation of sentence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eaching using the story and context of a sitcom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ormulaic sequences than linguistic analysis and grammar. Visual
media such as sitcoms have the substantial advantage of having their own stories
and diverse situations in which characters are placed. Teaching and learning
formulaic sequences using visual media can be beneficial as a way to connect them
with the story and its specific situations. Formulaic sequences and specialized
patterns contribute to a speaker’s fluency in communication. It is necessary for
learners to notice and recognize formulaic sequences and to try to acquire them.

주제어(Key Words): 정형화된 배열(formulaic sequences), 문맥(context), 상황(situation),
줄거리(story), 영상 매체(visual media), 시트콤(sitcom)

1. 서론
제 2언어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학습 교재로서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
상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영상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거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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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영화나 미국 드라마는 제 2언어를 학습하는 많은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유도형, 2015). 하지만 교수자들이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영화를 활용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본 연구는 정형화된 배열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정형화된 배열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로 구나 일관성 있는 의미적 단위(coherent
semantic units)로 나타나는 여러 단어로 된 표현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배열이
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언어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들인 How are you?나
What’s your name?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모두 세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
습자들은 How are you?나 What’s your name?을 언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용 빈도수가 높으며, 일관성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
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화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단어의 배열에 대한 용어는 어휘 청크
(lexical chunks), 연어(collocations), 조립식 문형(prefabricated phrases), 정형화된 언
어(formulaic language), 어휘 덩어리(lexical bundles)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모두 아울러 정형화된 배열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정형화된 배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일련의 배열로서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며, 언
어의 중요한 요소이고 제 1언어와 제 2언어 모두에서 언어가 사용되고, 처리되고, 습득되는
방식에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다(Meunier & Granger, 2008; Schmitt, 2010; Schmitt &
Carter, 2004; Wray, 2002, 2008). 따라서 이러한 정형화된 배열을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많
이 알아두면 둘수록 언어 학습의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정
형화된 배열에 대한 그 동안의 다양한 연구는 그것들에 대한 정의와 범주, 정형화된 배열의
발달 과정, 제 2언어 속에서의 기능,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과 화용적 역할 등을 다룬 연구가
많다.
Alali와 Schmitt(2012)는 정형화된 배열이 대화와 담화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가르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연구가 특정 텍스트나 제 2언어 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진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요즈음에 각광받고 있는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 자
료를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 자료, 특히 시트콤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에 대해 학습할 경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효과적인지 그 효율적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제 2언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시트콤을 포함한 영상 자료를 이용한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트콤을 제 2언어의 학습 자료로 활용할 경우 정형화된 배열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언어 형식과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는 언어적 분석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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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시트콤의 줄거리 내용을 이용한 상황과 문맥 중심의 접근 방식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언어적 접근 방식은 어휘와 문법적 규칙, 문장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영상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이고 줄거리 중심의 접근 방식은 시트콤의 내용과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학
습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비교를 통해 시트콤과 같은 영상 자료를 활용
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익히기에 유용한 학습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시트콤을 이용한 정형화된 배열 학습 시 시트콤의 줄거리, 시트콤 속 상황이나 문맥에 중
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2. 시트콤을 이용한 정형화된 배열 학습 시 문장 구조 분석이나 문법 설명과 같은 언어적 형
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3. 시트콤의 줄거리, 상황이나 문맥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과 문법 설명과 문장구조 분석을
통한 언어적 형식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가?

2. 문헌 연구
Erman과 Warren(2000)은 정형화된 배열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

로, 그 어떤 단어들보다도 원어민들이 훨씬 선호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Wray(2000)는 정
형화된 배열의 수가 개별적 단어의 수와 동일하거나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정
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기 어려운 이
유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 부족과 그것의 사용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ishop(2004)은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어휘(lexicon)와 관련해서 직면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정형화된 배열의 습득이라 하였다. 제 2언어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정형화된 배열이 제대로 학습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Wisconsin-Madison 대학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44명의 상
중급 ESL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자각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그
는 학습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만큼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정형화된 배열을 쉽게 자각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정형화된 배열을 인쇄 상 눈에 띄
게 색깔이나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 것은 학습자들의 어휘 항목에 대한 증진된 이해력으로 이
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De Bot, Paribakht, 그리고 Marjorie
Wesche(1997) 또한 친숙하지 않은 어휘형태(unfamiliar lexical form)를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정형
화된 배열의 형태만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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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배열의 발달과 제 2언어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있을수록 연어와 구동사와 같은 정형화된 언어 사용의 비
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Hsu, 2007; Laufer & Waldman, 2011; Lewis, 2009),
언어 능력이 상위권인 학습자들은 원어민에 가까운 제 2언어의 정형화된 형태를 마스터 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Khodadady와 Shamsaee(2012)는 정형화된 배열의 사용, 말하기 능력, 스피치 유창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정형화된 배열이 학습자의 스피치 유창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su와 Chiu(2008)는 정형화된 배열 범주에 들어가는 연어의 시험
점수와 말하기 시험 점수 사이의 비례 관계를 발견하여 연어를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말하기
기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Keshavarz와 Salimi(2007)는 학습자의 연어에 대
한 지식과 일반적인 언어 능력 사이의 비례 관계를 발견하였다.
정형화된 배열을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Jones와 Haywood(2004)는
밑줄 치기나 진하게 표시하기와 같이 강조한 정형화된 배열과 강조하지 않은 정형화된 배열
을 통합하여 읽기 단락에 첨가하였고 말하기나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Alali와
Schmitt(2012)는 PPT 슬라이드에 번역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을 소개하였다. 문어적 학습을
위해 빈칸 채우기 활동지를 사용하였고 구어적 학습을 위해 구어 반복(verbal repetition)을
사용하였다. Bardovi-Harlig와 Vellenga(2012)는 문맥화 된 입력(contextualized input)
을 사용하여 짝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 자각하기를 가이드 하였다. 다양한 기능이 담긴
관습적 표현을 지도하며 자각하기 수업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사회화용적 기능을 학
습시켰다.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 과업으로 에세이 쓰기(Jones & Haywood, 2004), 구두로
역할극 연습하기(House, 1996), 의견 차이 좁히기 활동(Nemeth & Kormos, 2001) 등이
소개된 바 있다. Takimoto(2006)는 구두 역할극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자유로운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고 작문 담화 채우기 과업(DCTs: discourse completion tasks)을 통해 쓰기
활동을 병행하였다. Bardovi-Harlig와 Vellenga(2012)는 컴퓨터로 하는 구두 담화 완성 과
업(DCT)을 이용하였다.
제 2언어의 다양한 학습 과업을 위해 영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문법과 문장 구조를 포함
한 언어적 접근에 중점을 두는 방식과 영상 자료 속 상황과 문맥을 강조하는 내용 중심의 방
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llis(2002)는 문법적 지식과 그것의 실질적인 용법과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학습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 바 있으며, Ellis(1993)는 진정성 있는 영상 자료의 유용성을 언급하면서, 영상 자료에
는 특정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혜정
(2017)은 영화 라이온 킹(Lion King)을 활용한 어휘와 문법 학습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하였
는데, 비교급과 수동태와 같은 문장 구조는 자칫하면 매우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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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영화를 활용하여 접근하게 되면 관련 문법 학습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Kim(2011)은 문법 학습에 있어서 영상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문법을 가르치
기 위해 전통적인 문법 학습 교실에서 영상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65명의 피험자들이 영화를 활용해서 문법 구조에 익숙해지도록 지도받았고 그 결
과 학습자들은 문법 용법(grammatical usage) 이해하기, 유용한 어휘 항목 익히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을 익히는데 학습 동기가 매우 높게 부여되었으
며,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문법 지식을 사용해서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문장을
구성해 내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영상 자료를 활용한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포함한 언어 중심의 학습 방법과 더불어 영화
내용이나 문맥 중심의 학습 방법 또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지현과 이자원
(2014)은 미드활용교수법을 논하면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과 관련된 루
틴을 찾기가 편해진다.... (영화) 내용과 루틴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루틴을 연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기”(p. 176) 때문에 “미드를 활용해서 (영화)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미드는 연
속적으로 방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루틴의 연습이 용이하다”(p. 176)고 주장
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어휘 접근법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과 연결되어 선택된 덩어리 표현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Oller(1983)는 에피소드
구성에 스토리가 내제되어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
고 본인의 지식으로 내재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Martínez(2007)는 내용이나 스토리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의사소통 참여로의 유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어 발달에 좋은 방식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erron, York, Corrie, 그리고 Cole(2006)은 제 2언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스토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듣기 기술과 함께 문
법 지식 또한 함께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스토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 2언어
의 언어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Ellis와 Brewster(1991)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스토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문맥의
제공과 함께 어휘나 문장구조도 함께 강조할 것을 충고하였다. 등장인물과 그들이 처한 상황
이나 사건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연결 지어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와 더불어 언어적 목적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학습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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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10주간 진행되었으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서 실시되었다. 연구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졌으며 한 번 할 때 두 시간으로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두 개의 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각 실험반(32명)과 통제반(37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강
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미 입학할 때 토익 시험을 기준으로 중위권으로 규정된 반들이어
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언어적 수준 차이는 비슷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토
익 시험이 아우르는 전체적인 언어 능력보다는 정형화된 배열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어휘 학
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반과 통제반의 어휘 지식과 어휘 범주의 사이즈와 관련된 능
력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두 개 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익의 어휘 문
항을 활용한 어휘 시험과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이고 정형화된 배열이 결국엔 큰 범주의 어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익의 어휘 문항을 활용하여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전 테스트는 토익 문항 중 질문
문항에 정형화된 배열에 가까운 구문 형태가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공인 인증된
토익 문항 중 어휘 관련 파트에서 35문항을 발췌하여 첫 째 주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어휘
테스트 결과 실험반과 통제반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3.87, p=.221). 또
한 첫 째 주에 토익 어휘 테스트와 함께 간단한 설문 조사(해외 경험의 유무, 영어 학습에 대
한 관심의 정도 등)를 실시하였다. 해외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7년간 캐나다에서 살다
온 학생은 처음부터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실험반이
71.4%, 통제반이 75.6%로 두 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교재

본 연구에서는 연구 교재로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 모던 패밀리(Modern Family), 시즌
2의 에피소드 1〜10까지 이용하였다. 모던 패밀리는 현대 미국을 살아가는 세 가지 대표적인

가족 형태를 보여 준다. 모던 패밀리는 세 가족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
상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내고 있다. 자연스러운 일상사를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나 언
어적인 측면에서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접근하고 받아들이기 쉬우며, 일상적인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배열 또한 풍부하게 담겨있다.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내용에 몰입하여 자
연스럽게 정형화된 배열을 이해하고 흡수하기에 적합하며 현대의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이
루어져 있어 문장 구조 또한 어렵지 않아 본 연구의 교재로 적합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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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절차

수업은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크게 수업 전 단계, 활동 단계, 정리 단계라는 세 단계로 분
류된다. 두 반 모두 동일하게 수업 전 단계에서는 자막과 함께 시트콤을 시청하며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도록 한다. 수업 활동 단계에서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자막 없이
시트콤을 시청하고 그날 학습한 특정한 정형화된 배열을 암기하고 정리한다. 실험반과 통제
반에서 당일의 수업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정형화된 배열은 모두 동일하다. 통제반은 학습자
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배열 구조를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실험반은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서, 또는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배열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를 강조하였다. 두 반의 수업은 동일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었
다.
두 개 반의 구체적인 수업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실험반의 경우, 수업에 들어가기 전 지
난 시간에 학습했던 정형화된 배열을 복습한 후 그러한 배열들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는지를 기억해 보도록 한다. 실험반은 영화 내용과 연계해서 정형
화된 배열을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트콤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반
에서는 영화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배열 표현의 뜻을 얘기해 본다거나 우리말 해석을 보고
그에 합당한 배열 표현을 기억해 내도록 한다. 이러한 복습 활동을 한 후 자막과 함께 그날
학습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수업 활동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활동 모두를 활용해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쓰기 활동은 이중번역 활동을 이용하였는데, 실험반의 경우는
대화의 흐름에 집중해서 번역하도록 하였고 반면 통제반의 경우는 문법에 맞게 번역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실험반에서 다양한 수업 활동은 주로 조별로 진행되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교사는 중간 중간 올바르게 의미를 전달해 준다거나 정형화된 배열이 어떤 기능으로 문
장에서 사용되었는지, 캐릭터나 사건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때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특별한 강조 사항이나 다른 수업 방식을 인지하여 반응하게 되는
효과를 막기 위해 교수자는 별도로 정형화된 배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내용을 설명
하거나 사건이나 캐릭터를 언급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정형화된 배열을 언급한다. 통제반에서
도 수업 활동은 주로 학습자 중심의 조별로 진행되고 교사는 수업 활동에서 제시되는 정형화
된 배열의 올바른 해석을 전달하거나 배열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학습자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두 반 모두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고 기
억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그날 학습한 정형화된 배열을 정리해서 PPT로 제시해
서 학습자들이 인지하도록 한다. 실험반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이 사용된 앞 뒤 대화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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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어떤 캐릭터가 어떤 내용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알도록 하였고 통제반에서
는 대화를 함께 제시하지 않고 정형화된 표현과 우리말 해석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그런 후
자막 없이 시트콤을 시청하고 수업을 총 정리한다.
3.4. 정형화된 배열 자각하기

본 연구는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습 과정 중 특정 상황 속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는
것은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분에 특별히 주목할 수 있도록 밑줄을
그어놓거나 굵은 글자체로 표시하여 눈에 띄게 처리하였다. 실험반의 경우에는 그 배열 표현
이 사용된 상황이나 기능을 설명해주는데 주력하였고 통제반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분석하
여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 장면은 아버지인 제이
(Jay)와 그의 아들인 매니(Manny)의 대화이다.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한 매니의 생일

날, 제이가 16세 이상이 가지고 노는 BB 총을 매니에게 선물하면서 벌어지는 대화이다. 매니
는 자신을 아직 어린아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을 애어른처럼 취급하는 제이의 말에 자신이 어
린 시절을 충분히 어린이답게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Manny : What do you mean, I was born 16?
Jay

: I'm just saying, you were never much of a kid. And that's a
good thing, 'cause I never liked kids. (to Gloria) You know, you
ought to try the fridge. 'Cause that's where we found your
cellphone.

Gloria : It was only one time, Jay.
And you know I always eat after I talk to my mother.
Jay

: (to Manny) Happy Birthday, old man.

Manny : Well, I've forgotten a lot of things in my life. But what Jay said hit
me hard. I'd forgotten to have a childhood.

실험반에서는 위 장면의 배열 표현들을 시트콤의 내용 흐름과 함께 설명하고 강조한다.
위 장면에서 매니가 자신에게 BB 총을 선물한 제이에게 어린 아이인 자신에게 적합한 선물
이 아닌 거 같다고 말하자 제이가 무슨 말이냐며 너는 태어날 때부터 16살짜리로 태어났다고
답한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매니에게 제이는 너는 정말 아이 답지 않다며 대꾸한다(you
were never much of a kid).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아 헤
매고 있는 자신의 아내인 글로리아에게 냉장고도 뒤져볼 것을(you ought to try the

시트콤을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Formulaic Sequences)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 ∣ 127

fridge) 종용한다. 대화의 끝에서 매니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해야 할 일을 많이 놓치고 있다

는 사실을 깨닫고 제이가 한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what Jay said hit me hard) 고백
한다. 어린 아이가 너무 애답지 않게 굴다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을 스
스로 깨닫는 장면이다.
통제반에서는 much of〜의 의미를 먼저 가르치고 not much of〜의 형태로 자주 쓰인
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you ought to try the fridge에서 ought to와 try의 용법을 각
각 설명해 주고 응용해 보도록 한다. what Jay said는 명사절로 주어로 쓰였다는 것과 hit
somebody hard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3.5. 평가도구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시작 4주차에 정형화된 배열에 관한 1차 테스트를 실시
하였고 실험 9주차에 2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와 2차 테스트의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0주차에 각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에 관한 만족도와 개인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문항의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또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의 효율적
인 학습 방안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두 번의 테스트와 개방형 설문 조사를 통해
영상 자료를 활용한 제 2언어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가능성과 그 효율적인 방안
을 고찰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 결과 비교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이 시트콤의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와 언어 문법적 분
석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 그 학습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형화 배열에 대한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를 각각 시행하였다. 1차 테스트는 수업 4주차에 치러졌고 2차 테스트는
수업 9주차에 치러졌다. 두 개 반에 테스트 된 시험 유형과 제시된 정형화된 배열 또한 모두
동일하다. 두 번의 테스트는 실험반에서 중점을 둔 영화적 상황과 통제반에서 초점을 맞춘
언어적 힌트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장면 배경 설명과 함께 정형화된 배열이 포함된 앞 뒤의
대사가 모두 제시되었고 정형화된 배열의 우리말 해석이 함께 제공되었다. 두 개의 테스트는
모두 주어진 빈칸에 우리말 해석에 알맞은 정형화된 배열 표현을 빈칸에 채우는 형식으로 시
행되었다.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참조). 우선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 테스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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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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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 테스트 결과

집단

테스트

평균

표준 편차

실험반

1차

22.37

5.241

통제반

1차

21.23

6.074

실험반-통제반
평균 차

t

유의
확률

1.14

2.156*

.000

*p<.05

1차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반의 평균(M=22.37)이 통제반의 평균(M=21.23)에 비

해 1.1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교실 환경에서 시트콤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고 교수할 경우, 시트콤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접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 것이 언어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두 개 반의 2차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차 테
스트와 마찬가지로 독립표본 t-test가 이용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반과 통제반의 2차 테스트 결과

집단

테스트

평균

표준 편차

실험반
통제반

2차

24.21

2.573

2차

22.48

3.495

실험반-통제반
평균 차

t

유의
확률

1.73

2.593*

.000

*p<.05

위 표를 분석하면 통제반의 2차 테스트 평균 점수(M=22.48)에 비해 실험반의 테스트 평
균 점수(M=24.21)가 1.73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한 결과 두 개 반의 2차 테
스트 평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2차 테스트
결과 또한 1차 테스트 결과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경
우 특히 그 수업 자료가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문법에 의거한
구조적 분석과 언어적 설명 보다는 영상 자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줄거리와 상황
을 강조하고 기억시켜서 연상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언어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정형화된 배열에 대해 설명한 통제반에서 사용한 학
습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통제반의 학습 방법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통제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를 비
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SS 대응표본 t-test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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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제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 비교

집단

테스트

평균

통제
집단

1차

21.23

2차

22.48

표준 편차

2차-1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

3.521

1.25

2.957*

.000

*p<.05

통제반의 1차 테스트 평균 결과(M=21.23)보다 2차 테스트 평균 결과 (M=22.48)가 1.25
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따라서 통계반의 수업 방식은 그 나름대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 데에 학습자
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는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기
위해 이루어진 통제반의 자연스러운 학습 결과이다. 통제반과 실험반의 학습결과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앞서 살펴보았던 실험반과의 결과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통제반
의 학습 방법이 조금 열세했을 뿐이지 통제반의 수업 방식 또한 나름대로 학습자들에게 주어
진 특정 기간 동안 정형화된 배열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 목적을 위해 시트콤의 줄거리 내용과 문맥을 접목하여 정형화된 배열의 쓰임과
기능을 학습한 실험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활용하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 비교

집단

테스트

평균

표준 편차

2차-1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1차
2차

22.37
24.21

2.337

1.84

2.471*

.000

*p<.05

위 표를 살펴보면 실험반의 2차 테스트 결과(M=24.21)가 1차 테스트 결과(M=22.37)에
비해 1.8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0). 이 결과를 통해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실험반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 접근 방법이
영상 자료의 내용에 중점을 둘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자들이 장기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시트콤 속 상황과 캐릭터의 특징과 연계지어 기
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4.2.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는 수업 마지막 주에 실시되었으며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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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 문항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시트콤에 대한 만족도(아래 1번 문항), 학습 활동에 대한 만족
도(아래 2번〜5번 문항),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만족도(아래 6, 7번 문항), 수업 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아래 8번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1. 모던 패밀리 시트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2. 듣기 학습에서 정형화된 배열의 빈칸 채우기나 내용 이해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
3.
4.
5.
6.
7.
8.

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정형화된 배열을 중점으로 연습한 역할극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정형화된 배열을 중점으로 한 읽기 활동으로 한 조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
도인가? 그 이유는?
정형화된 배열의 이중 번역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적어 주세요.
본 수업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가감 없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실험반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위 설문 조사 문항 중 6번과
7번 문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번〜5번의 설문 문항은 정형화된 배열을 익히기 위
한 수업 활동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고찰하기 위해 6번과 7번 문항의 답변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본인
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쓴 것이어서 동일하거나 일괄된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문 조
사에 대한 분석은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같거나 비
슷한 의견이 5회 이상 반복되어 나올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
습자들의 의견을 쉽게 정리 분석하기 위해 정형화 학습 배열에 대한 만족 의견과 시트콤 내
용과 상황을 강조한 학습에 대한 만족 의견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정형화된 배열 학습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만족
-매우 만족스럽다. 표현을 덩어리로 쓰다보니깐 영어가 전체적으로 훨씬 쉽게 느껴졌다.
-덩어리로 된 표현을 익히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면 처음보다 확실히 잘 들린다. 한 단어처럼 쑤욱

귀에 들리는 게 신기했다.
-만족스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들이 입에 붙으면 회화할 때 훨씬 쉽게 말할 수 있겠다는

132 ∣ 김혜정

생각이 들었습니다.
-덩어리로 익혀두니깐 작문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동안 단어 위주로 무작정 외웠던 방식
이 어리석었던 거 같다.
-저는 배열 덩어리로 공부하는 거 강추합니다. 몇일 전에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데, 수업 시간에 배
웠던 표현이 나왔는데 귀에 꽂히더라구요. 한꺼번에 다 들려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배열들을 많이 알아두면 확실히 영어회화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 아는 것이 힘이다!
시트콤의 내용이나 상황 중점 학습에 대한 만족
-필이 가족 캠프 얘기할 때 클레어한테 I like to refer to them as team blue-zer라고 말한 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 웃긴다. 가족 캠프하면 무조건 생각날 거 같다.
-결국 표현을 많이 암기하는 건데 이게 금방 질리거나 지칠 수 있는데 영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니
깐 힘든 줄 모르고 했다.
-전체 가족 중에서 저는 캠과 미첼의 대화가 정말 재밌었고 특히 캠이 미첼한테 삐쳐서 했던 대사들
은 다 기억납니다. 정말 제가 삐치면 쓰는 표현들이라 더욱 와 닿았던 거 같아요.
-배열 표현 학습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매니가 마지막에 자기 생일 파티에서 한 대사들은 정말 감
동적이었습니다. 시즌 10에서 매니 엄청 컸던데요~
-표현만 줄창 외우면 지겹고 금방 까먹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니깐 아직까
지도 기억나는 표현이 많습니다.

학습자들은 정형화된 배열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덩어리 표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형화된 배열을 덩어리째 익혀두면 다른 기술, 즉 영어 말하기나 쓰기
에 활용하기 유용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영어 회화에서 도움일 될 것이라 기대하
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말하기를 할 때 단어 하나 하나를 문법에 끼워 맞춰 쓸 필요가 없어
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배열을 익혀두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
우 일리 있는 의견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특정한 표현들이 한 단어처럼 인식되므로 영어 듣
기 활동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단어처럼 귀에 들린다거나 한꺼번
에 다 들린다거나 하는 의견은 앞서 말하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형화된 표현을 익혀두면
듣기를 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은 정형화된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시트콤의 내용이나 상황을 강조하여 접목시킨 학습 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의 만
족스런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등장인물이나 생일 파티와 같은 특정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함께 대사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영화 내용 접목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결
과라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을 얼마나 많이 내재화 하느냐가
관건인데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쉽게 지루해지거나 지칠 수 있는데
시트콤 내용과 접목시켜서 학습하니 힘든 줄 몰랐다거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쓴 대사인지를
기억하니 기억력이 오래간다는 의견은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달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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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겠다. 사실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스토
리가 있고 다양한 상황과 문맥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여러 의견 중 필이 제일 웃
겨서 기억에 남는다거나 매니의 생일 파티가 감동적이어서 매니의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다거
나, 캠과 미첼이 제일 재밌었으며 캠이 삐쳤을 때 쓰는 말이 본인이 현실에서 쓰는 말이었다
는 의견 등은 모두 시트콤이라는 매체가 제공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을 학습자들이 최대
한 활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특정한 표현들을 익혀서 한 단위로 쓰거나 들리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
였으며 이러한 정형화된 표현들을 각 표현들 개별적으로 학습할 것이 아니라 시트콤 속 장면
을 기억하고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사용했는지를 함께 기억하며 학습하는 것
이 정형화된 배열을 장기적으로 내재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실험반 학습자들의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부정적인 의견 또한 긍정적인 의견과 마찬가지로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불만족과 시
트콤 내용 및 상황 강조 학습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6. 정형화된 배열 학습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불만족
-덩어리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문법적인 설명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조금 불만이다. 영화 장면과 함께 그 배열들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그 전치사가 왜 쓰였는

지 궁금한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
-영화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먼저 짚

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살면서 그런 상황에 다 닥치는 건 아니니깐 차라리
직독 직해 위주로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다.
-지겨울 수 있겠지만 문법 설명 좀 더 보충해 주세요〜
시트콤의 내용이나 상황 중점 학습에 대한 불만족
-너무 많은 장면이 나오니깐 사실 나중에는 장면과 대사가 매치되는 것이 좀 많이 헷갈렸다.
-불만족. 어떤 상황에서 어떤 캐릭터가 어떤 배열 표현을 했는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표현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필이 하는 말은 너무 뭉개져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화 줄거리랑 상관없이 실용적인 표현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장면이랑 줄거리는 생각나는데 그때 쓰인 말은 가물가물 하네요~

먼저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배
열 표현에 대한 언어적 분석과 문법적 설명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는 정형화된
배열의 정의와 그 기능을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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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쓰임새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되게 사용
된다. 예를 들어 How are you? 라는 표현을 누구나가 쉽게 사용하지만 이 표현을 언어적 분
석 없이 자동적으로 사용하지 이것을 how가 의문형식이니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된 것이라고
분석하지 않는다. 언어적 분석과 문법 설명에 선호 의견들은 모두 정형화 배열의 기능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교사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이 왜 필요한지 어떤 효율
성이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언
어적 분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본 연구의 학습자들이 메타 언어적 능력
(metalinguistic competence)을 갖고 있는 대학생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자연스런 요구라
고 생각된다. 교사들은 정형화된 배열에 대해 교수할 경우 이러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먼저 각 구성 단어의 의미와 언어적 기능을 분석하여 설명한 후 문맥 속에서 하나의 단위
로 사용되는 기능을 파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시트콤 내용 및 상황을 접목하여 강조한 학습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살
펴보면, 장면과 대사가 매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왜 그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다거나 실용적
표현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문맥 속에서 사용된 정형화
된 배열 학습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문맥과는 상관없이 언어적 학습에 집중하고
자 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시트콤의 특정한 줄거리나 상황은 기
억나는데 그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견은 줄거리나 상황 강조 학습
을 행할 시 교사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 정형화된 배열을 문법적으로 접
근하기 보다는 상황과 장면의 내용을 접목시킴으로써 훨씬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장기 기억
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상황만 기억나고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용 접근 방식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자들은 영상 자료의 내용이나 상황을
접목해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기억에 남는 장면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매우 감동적인 부분이나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장면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특정 장면에서 쓰인 배열 표현들이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트콤과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경우 어떤 측면
에 중점을 두어야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교실 현장에
서의 학습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반과 통제반을 구성하였고, 정형화
된 배열을 학습할 시 실험반은 시트콤 줄거리를 중심으로 영화적 내용과 문맥을 강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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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은 문법과 문장 구조 분석 중심의 언어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시트콤 내용
에 중점을 둔 방식과 언어 분석에 중점을 둔 방식 모두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는 모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형화된 배열의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하였을 시, 언어적 분석과 문법적 설명보다는 시트콤의 줄거리나 사건
또는 등장인물들의 상황 등과 연계하여 학습한 방법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좀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매체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영어 학습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제시되고 그에 맞는 줄거리와 문맥이
풍부하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전후 맥락이 풍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가 수월하고 학습자들이 훨씬 생생하고 실감나게 주어진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김혜정,
2016). 따라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시키는데 영상 자료를 이용할 경우 지나치게 언어적 분
석에만 치중한다면 굳이 학습교재로 영화나 시트콤을 사용하는 이유가 감소하게 된다. 영화
나 시트콤에는 줄거리가 있고 등장인물들이 처하는 상황이나 특정 사건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며 영상자료의 장점을 극대
화 시키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실험 설계 상 통제반의 수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학습 자료로 시트콤을 이용하였지만 그 장점을 배제하고 탈 문맥화된 상
황에서 언어적 학습에 집중시켜 교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런 점을 부각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정형화된 배열은 제 2언어의 학습과 교수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된다.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경험한 바 있겠지만 대다수의 구어적 문
장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문법적 규칙에 맞추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배열이나 관습화 된 패턴, 또는 특정화 된 구문이 일상의 대화에서 들리는
유창한 표현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정형화된 배열은 앞서 밝혔든 제 1언어뿐만 아
니라 제 2언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속도를 효율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언어를 생성
하고 전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제 2언어 학습자들과 교수
자들 모두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고 그 기능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언어 학습 시 이것의
습득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
방식 외에 흥미로운 상호작용적인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이 좀 더 다채롭게 개발
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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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EST 2>

학과:

학번:

성명:

[1-7]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아래 전체 문항의 밑줄은 문장 형식으로, 괄호는 어구나 단어로 채우시오.
# 제이와 글로리아 집.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글로리아.

글로리아
제이
글로리아
제이
글로리아
제이
글로리아
제이
글로리아
제이

: 제이! 소포 왔어요.
: 어, 여보, 왔어, 그게 뭐지?
: 자기 비서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크래커랑 치즈를 주문해 달라고 했
지. 아주 작은 걸로 말이야.
: 고마워. 내 가글 의상도 찾아 온 거야?
: 지금 나 놀려요?
: 그럴 리가.
: 처음에는 매니가 내 발음 교정해 주더니 이젠 당신까지?
나한테 문제 있으면 그냥 알고 싶어요, 제이.
: 여보, 봐봐. 영어는 자기한테 외국어야.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어.
: 그렇긴 하지만, 마음 안상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구요.
나한테 좀 솔직하면 좋겠어요.
: 좋아, 당신이 좀 고려했으면 하는 실수 몇 가지가 눈에 띄긴 해.

Gloria

: Jay! 1. __________________.

Jay

: Oh, hi, honey. What is it?

Gloria

: I called your secretary and told her to order you some crackers
and those cheeses that you like. The tiny little ones.

Jay

: Thanks. Did you (2.

Gloria

: Are you (3.

Jay
Gloria

) my gargle costume too?
) of me?

: No.
: First Manny correcting me, and now you? If I (4.
want to know, Jay.

Jay

: Honey, look. English is your second language.
5.____________________.

Gloria

: Yeah, you're not helping by protecting my feelings.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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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you to (6.
Jay

).

: Okay, well, I may have noticed some tiny little mistakes you
might want to (7.

).

[8-15]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클레어와 필 부부의 집. 매니 생일 파티 가기 전.

클레어
필
클레어
필
클레어
필

: 여보, 어서. 이러다 늦겠어. 가자.
: 어, 그래, 가족 캠프 참가서 작성하고 있었어.
: 어.
: 댄스 경연에서 못 이기면 왕관을 지키러 돌아갈 수가 없으니깐.
: 흠. 맞아. 어서, 여보.
: 그런데 왕 자리를 얻으려면 말야.... 차라리 죽이는게 낫지.
(인터뷰) 매년 여름, 가족 캠프에서 일주일을 보내요. 일상적인 캠프랑 같은데,

클레어
필
클레어
필
클레어
필
클레어

가족과 함께 하는 거죠!
: 그렇죠.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필.
: 작년에 컬러 워에서 진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네.
: 아니야.
: 아내는 파란 팀이었는데.... 저는 파란 루저 팀으로 부르고 싶죠. 저는 하얀 팀
이었구요.
: 맞아요.
: 하얀 팀이 아니면 옳지 않다구!
: 필!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는 거야?

Claire

: Honey, come on. 8.____________________. Let's go.

Phil

: Yeah, yeah, just (9.

Claire

: Ohh.

Phil

: You don't win the "dirty dancing" competition and not go back

) to family camp.

to defend your crown.
Claire
Phil

: Hmm. That's right. Come on, honey.
: But 10.__________________... You better kill him.
(Interview) Every summer, we (11.

) at family camp.

It's just like regular camp, but with the family!
Claire

: Yeah. I don't think that (12.

), 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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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 Somebody still (13.

Claire

: Not.

Phil

) last year's color war.

: She was on team blue...Or as I like to (14.

) as team blue-zer.

And I was on white.
Claire

: That's good.

Phil

: And if you ain't white... You ain't right!

Claire

: Phil! 15._______________________.

[16-18]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글로리아와 제이 집. 생일 파티 참석 전. 차 열쇠를 찾고 있는 글로리아.

글로리아
제이
매니
제이

글로리아
제이
매니

Gloria

: 난 열쇠 안 잃어버렸어. 어떤 놈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간 거라구!
: 차는 두고서 말이지.
: 제가 태어날 때부터 16살 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그냥 넌 너무 애 같지 않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난

애들을 안좋아하거든. (글로리아에게) 저기, 냉장고도 뒤져봐야 해. 당신 핸드폰
찾았던 데잖아.
: 딱 한번이었거든, 제이. 내가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항상 먹어대는 거 알잖아.
: (매니에게) 생일 축하해, 애 늙은이야.
: (인터뷰) 글쎄, 제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제이)가 한
말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어린이답게) 보내는 걸 망각한 거죠.
: I didn't lose them. Somebody came in here and stole them!

Jay

: And left the car.

Manny

: What do you mean, I was born 16?

Jay

: I'm just saying, you were never (16.

). And that's a

good thing, 'cause I never liked kids. (to Gloria) You know, you
ought to (17.

). 'Cause that's where we found your

cellphone.
Gloria

: It was only one time, Jay. And you know I always eat after I
talk to my mother.

Jay

: (to Manny) Happy Birthday, old man.

Manny

: (Interview) Well, I've forgotten a lot of things in my life. But
what Jay said (18.

). I'd forgotten to have a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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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제이와 글로리아, 매니의 집.

글로리아

: 제이, 나랑 같이 쇼핑 몰 갈래요?

제이
글로리아

: 아니, 사실, 오늘 배가 좀 이상한데.

제이
글로리아
매니
글로리아
매니
글로리아
제이

Gloria

: 어쩜 좋아, 자기야. 애기 침대 가게 들러서 누워 있을래, 그럼 내가 예쁜 옷 사
줄게, 어때?
: 글로리아는 미국인들을 애기라고 생각하죠.
: 그러니깐, 콜롬비아에서는 콧물 좀 난다고 아니면 어깨 좀 탈골되었다고 병원
으로 달려가진 않거든요.
: 증상이 어떻게 돼요? 속이 메스꺼워요? 부었어요?
: 웹 사이트로 의사 의견 보지 말라고 했지?
: 그냥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에요. 복통은 많은 걸 의미한대요. 장폐색일 수
도 있대요. (제이에게) 열 나요?
: 그만해! 매니, 아빠는 괜찮아. (제이에게) 애한테 괜찮다고 어서 말해줘요.
: 난 괜찮단다.

: Jay, you wanna (19.

)?

Jay

: No, actually, my stomach's (20.

Gloria

: Oh, I am so sorry, papi. Maybe we'd stop first at the crib store
and (21.

Jay
Gloria

) today.

) and I buy you a little dress, hmm?

: Gloria thinks Americans are babies.
: Well, in Colombia we couldn't (22.

) for every little

sniffle or dislocated shoulder. Okay, good.
Manny

: Jay, 23._______________? Nausea? Bloating?

Gloria

: What did I say about get off that crazy doctor Web site?

Manny

: 24._______________. Stomach pains can mean a lot of things:
Intestinal blockage. (to Jay) 25._______________?

Gloria
Jay

: Stop it! Manny, he's fine. (to Jay) Tell him you're fine.
: I'm fine.

[26-33]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주차장. 필의 차 안. (동승자: 제이, 루크, 매니)

제이

: 아, 드디어 저기 자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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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제이
매니
제이
매니
제이
필
제이
필
제이
필

: 얘들아, 가슴 터질 듯이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첫 댄스파티라니! 이제

곧 남자가 되겠구나. 남자가 된다는 건 멋진 옷을 사러 가는 것 보다 더 한 것
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 맞아. 곧 가슴에 털도 날 테고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지도 않
을 거야. (다른 여자 운전자에게) 빨리요, 아줌마.
: 사실 데이지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한 게 아니구요.
: 본적 없는데.
: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라는 영화 말씀 드린 거에요.
: 너 오늘 말이 좀 많네, 어? (다른 남자 운전자에게) 저기요, 거기 우리 자리거
든요! (필에게) 자네 뭐하고 있나? 자네 주차 자리 슬쩍 뺏어 가게 놔둘 건가?
: 그럴 가치가 없어요. 얘들아, 남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딱 하나 알아야 할
건 말이야....
: 다른 사람이 네 것을 뺏어가게 둬서는 안된다는 거야.
: 그게 주차장이고 다른 데도 자리가 많을 때는 말고 말이야.
: 퍽도 듣기 좋은 말이군, 필. 받아 적어야겠어. 핸드백에 립스틱을 갖고 다니나?
: 저는 장인 어른 좋아합니다. 장난인줄 아세요? 장인 어른은 제 사람입니다. 물
론,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장인 어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Jay

: Ah, finally. There's a spot.

Phil

: Oh. Guys, I am just (26.

) right now. Your first dance.

Soon you're gonna be men. I want you to know there's more to
being a man than just shopping for fancy outfits.
Jay

: Yep. Pretty soon you get some hair on your chest.
You start (27.

), people don't think you're ladies.

(to another woman driver) Come on. Today, Miss Daisy.
Manny

: Actually, Miss Daisy was the one (28.

), not the one

driving.
Jay

: Never saw it.

Manny

: It's called Driving Miss Daisy.

Jay

: You got a (29.

) on you today, you know that?

(to another man driver) Hey, that was our spot! (to Jay) What are
you doing? You gonna let him (30.
Phil

)?

: Not worth it. Boys, here's the only thing you gotta know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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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 man ...
Jay

: Never let someone take (31.

Phil

: Unless it's just a parking spot and there's plenty of others.

).

Jay

: That's sweet, Phil. You ought to (32.

).

You got any lipstick in your purse?
Phil

: (Interview) I love Jay. Are you kidding me? He's my boy. Yeah,
he gives me a (33.
father-in-law.

김혜정
02707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전화: (02)910-5947
이메일: naa4907@kookmin.ac.kr
Received on December 27,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6, 2018
Accepted on March 31, 2018

), but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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