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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리학자 비고츠키(Vygotsky)는 어휘를 인간의 의식을 반영하는 소우주로 표
현하며 어휘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는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 어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모국어 습득뿐만 아니
라 제2언어 습득에있어서도 어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휘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많은 어휘를 배우게 되지만 이를 기
억하지 못한다면 어휘 학습은 의미가 없다. 체계가 있는 문법과는 달리 어휘는 
각각의 목록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어 수업은 한 단원이 
3,4학년은 4차시로 5,6학년은 6차시로 구성되어 주기 학습(spacing)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주기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08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문자가 

* 양숙영: 제 1 저자, 홍선호: 공동저자



320  영미연구 제29집

도입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어를 음성 언어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휘의 형태 중 하나인 철자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고 문자를 처음 접하게 되는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노출 주기와 노출 방법이 학습자의 어휘 기억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출 주기는 현재의 주 2회 수업을 기본으로 하
여 주 3회, 주 4회의 주기로 노출하였으며, 노출 방법은 현재의 교과서처럼 음
성 언어 중심으로 어휘를 제시하는 음성 언어 중심 어휘 노출 방법과 음성 언
어와 문자 언어를 함께 제시하는 문자 언어 통합 어휘 노출 방법을 적용하였
다. 또한 문자 언어 통합 어휘 제시와 음성 언어 중심 어휘 제시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현장의 어휘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기억과 노출주기

1) 기억

가) 기억의 과정

기억에 대하여 현재까지 심리학적 설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론은 정보 처
리 이론이다.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정리, 통합하여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
는데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때의 인간을 하나의 정보 처리 체계로 보
았으며, 인간이 어떻게 경험한 일이나 습득된 정보를 처리하여 입력, 저장, 상
기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의 과정을 크게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정원식, 2010). 

첫째, 부호화(encoding)란 주어진 정보를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기록하는 과정이다. 둘째, 저장(storage) 단계에서는 정보를 기억 속
에 쌓아두게 되는데 이때의 기억은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
된다. 셋째, 기억의 마지막 단계인 인출(retrieval) 단계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
를 생각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서를 통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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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억을 되살려서 의식해 내는 과정으로 이는 다시 회상(recall)과 재인
(recognition)으로 나누어진다(정원식, 2010; Baddeley, Eysenck & Anderson, 
2009).

나) 기억과 어휘 학습

어휘 습득이란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어휘를 두뇌 사전
에 성공적으로 저장한 후 알맞게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원명옥, 
2003), 이는 매카시(McCarthy,1990)의 어휘 학습의 원리인 입력, 저장, 재생 
단계와도 일치한다.

학습자들의 어휘 습득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기억과 관련된 어휘 정보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쏜버리(Thornbury,2002)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큰 과제는 학
습한 것을 빠르게 잊는 것에서 잊지 않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어휘를 저장하고 이를 인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습
된 어휘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번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노출 주기

가) 주기 학습

주기 학습이 집중 학습에 비해 장기 기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Cepeda, Pashler, Vul, Wixted & Rohrer, 2006; Dempster, 1996; 
Glenberg, 1979)를 통해서 밝혀졌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주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학습과 학습간의 주기를 
달리 하여 학습자의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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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른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을 적용하여 어휘 기억 양상을 분석하고, 어휘 노출 방법이 학습자의 정의
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 어휘의 노출 주기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휘 기억은 어
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문자 언어 통합 어휘 노출과 음성 언어 중심 어휘 노출에 따라 초등학
교 3학년 학생의 어휘 기억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기억한 어휘를 인출할 때 회상과 재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문자 언어 통합 어휘 노출과 음성 언어 중심 어휘 노출이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영어 전담 교사로서 가르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A 초등학교 3학년 6개 반 학생들 151명이다. 3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공
교육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시기이고, 2학기 때 처음 문자를 접하게 되
므로 어휘 지도 시 문자의 제시 여부를 변수로 하는 실험 수업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수업 대상 반 선정은 무작위로 이루
어졌으며, 연구 대상 학생 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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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반별 연구 대상 학생 수

        노출방법

노출 주기       
문자 언어 통합 음성 언어 심 합계

주2회(약2.5일) 25명 24명 49명

주3회(약2일) 25명 26명 51명

주4회(약1.5일) 25명 26명 51명

합계 75명 76명 151명

각 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자 언어 통합 어휘 노출이 이루어진 반을 
주 2회, 주 3회, 주 4회 순으로 각각 A반, B반, C반이라 부르기로 하고, 음성 
언어 중심의 어휘 노출이 이루어진 반을 주 2회, 주 3회, 주 4회 순으로 각각 
D반, E반, F반이라 부르기로 한다. 반별 남녀 인원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반별 연구 대상 남녀 인원수

반 남자 여자 합계

A(문자, 주 2회) 14 11 25

B(문자, 주 3회) 14 11 25

C(문자, 주 4회) 15 10 25

D(음성, 주 2회) 13 11 24

E(음성, 주 3회) 15 11 26

F(음성, 주 4회) 15 11 26

6개 반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성취도 평가 결과, 정의적 영역
(자신감, 흥미) 검사 실시 결과를 활용하여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영어 성취도 평가는 1학기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듣기, 말하
기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의적 영역 검사는 자신감, 흥미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6개 반의 동질성을 검증해 본 결과 성취도 평가 결과에 있어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적 영역 검사에서도 6개의 집단
을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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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 절차 및 기간은 <표 3>과 같다.

3) 연구 도구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어휘 기억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번의 어휘 검
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사전 어휘 지식을 조사하고 목표 어휘 선정을 
위한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 후 실시되는 두 번의 사후(즉시, 4주 후) 검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어휘 노출 방법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자신감,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정의적 영역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
다.

<표 3> 연구 절차 및 기간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연구 주제 선정  문헌 조사

2012.05-
2012.06

실험 수업 
계획  

비

•실험학교에서 사용하는 등학교 3학년 어교과서 분석 
•어휘 지식 검사지를 바탕으로 교과서 단원 주제와 련된 어휘 선정
•어휘 평가지, 정의  역 검사지, 사후 설문지 제작

2012.07-
2012.08

실험 수업 
실시  
평가

•어휘 지식 검사 실시
•사  정의  역 검사 실시
•노출 주기(주 2회/ 주 3회/ 주 4회)와 노출 방법(문자 언

어 통합/ 음성 언어 심)에 따른 실험 수업 실시
•사후 어휘 평가 2회(즉시, 4주 후) 실시
•사후 정의  역 검사 실시
•실험 수업에 한 설문지 작성

2012.09-
2012.12

결과 정리 •데이터 정리  분석 후 결론  시사  도출
2013.01-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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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수업에서 지도할 어휘를 선정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한 반을 대
상으로 사전 어휘 지식 검사 100문항을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별 정답을 맞힌 
학생 수를 기록하여 정답률이 낮은 어휘 40개를 선정하였다. 평가는 어휘의 
품사를 고려하여 뜻을 답한 경우(know) 1점, 어휘를 전혀 모르거나 품사를 고
려하여 적지 않은 경우(not know)는 0점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즉시, 4주 후) 실시된 사후 어휘 검사는 사전 어휘 지식 검사를 통해 
선정된 40개의 어휘를 들려주고 이에 대한 뜻을 모국어로 적도록 하는 평가와 
어휘를 듣고 알맞은 뜻을 찾는 검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는 기억한 어휘를 
인출할 때 재인과 회상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어휘를 듣고 뜻을 
적는 문항 즉, 단답형(SAQ: Short Answer Questions) 검사 20문항, 어휘를 
듣고 이에 알맞은 뜻을 찾는 선택형(MCQ: Multiple Choice Questions) 검사 
20문항으로 사후 어휘 검사(40문항)를 구성하고 실시하였다. 

문자 언어 통합과 음성 언어 중심의 어휘 노출 방법이 학습자들의 영어 학
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의적 
영역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김경만(2006), 김명희(2006), 이
정은(2003)의 문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검사지는 사전 사후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사전 사후 정의적 영역 검사지

설문 문항 범주 문항 번호 크론바하 알  계수
설문 

유형

어 학습에 한 흥미

N=151

1, 3, 5, 7

(4문항)
0.798

Likert

-5
어 학습에 한 자신감

2, 4, 6

(3문항)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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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가) 연구의 설계

연구자가 재직 중인 본교의 3학년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지도하고 평가해 본 
결과 교과서 외의 어휘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어휘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 단원에 10개씩 모두 40개의 새로운 어휘를 
16차시로 나누어 지도하였다. 단원별로 10개씩 지도한 단어는 4차시로 나누어 
지도하였는데, 1차시에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고 2-4차시에는 어휘의 의미
를 재정립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어휘 지식 검사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및 단원별 주제와 연
관된 단어를 연구자가 추출하여 문제를 녹음한 후 어휘를 들려주고 학생들은 
그 뜻을 모국어로 써보는 단답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40개의 어휘를 
단원별로 정리한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실험 단원별 어휘 목록

단원명 어휘

 How's the 

weather?

stormy, chilly, humid, thundering, lightening, foggy, 

dry, nasty, freezing, drizzly (10개)

 Look! It's 

blue

ivory, lavender, sky blue, violet, cherry, emerald, 

motorbike, submarine, silver, gold (10개)

 I can jump
crawl, draw, deer, bark, swallow, squid, shrimp, ride, 

earthworm, grasshopper (10개)

 Do you have 

an eraser?

brush, folder, pencil sharpener, stapler, laptop, punch, 

bond, soap, vase, handkerchief (10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때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자료를 통한 의미 제시를 기
본으로 하였으며, 교사 언어를 통하여 구어 맥락을 함께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추상어의 경우 의미가 모호하게 전
달될 수 있으므로 쉬운 말로 설명하거나 모국어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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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수업의 설계

다른 조건은 통제하고, 노출 주기와 노출 방법에 따른 어휘 기억이 학급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수업을 계획하였으며 수업
을 설계할 때 김경보, 홍선호(2009)의 것을 참고하였다. 또한 단원별 어휘 간
의 간섭 현상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수업 주기의 적용에 따른 수업 기간의 차
이로 인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넬(Kornell)(2009)의 연
구를 참고하여 16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그 동안 배운 어휘를 다시 한 번 제시
하는 복습 과정을 거친 후 사후 평가(즉시)를 실시하였다.

어휘 지도 절차는 씰(Seal)(1991)이 제시한 ‘3C’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1
단계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학생
들의 어휘 의미 이해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학생들이 익힌 어휘를 
강화하는 단계이다. 1차시에 어휘 제시 및 연습을 하였고, 2-4차시에는 교과
서에 제시된 활동을 기본으로 수업을 하였다. 어휘 지도절차는 이영아(2000), 
박기화, 남미영(2006)의 것을 참고하여 <표 7>과 같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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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 수업 시간표

 주기

차시

주 2회, 
문자

주 2회, 
음성

주 3회, 
문자

주 3회, 
음성

주 4회, 
문자

주 4회, 
음성

A반 D반 B반 E반 C반 F반

1주차 #1(월), #2(목)
#1(월), #2(수), 

#3( )
#1(월), #2(화),
#3(수), #4(목)

2주차 #3(월), #4(목)
#4(월), #5(수), 

#6( )
#5(월), #6(화),
#7(수), #8(목)

3주차 #5(월), #6(목)
#7(월), #8(수), 

#9( )
#9(월), #10(화), 
#11(수), #12(목)

4주차 #7(월), #8(목)
#10(월), #11(수), 

#12( )

#13(월), #14(화), 
#15(수), #16(목), 

사후평가(즉시)

5주차 #9(월), #10(목)
#13(월), #14(수), 

#15( )

6주차 #11(월), #12(목)
#16(월) 

사후평가(즉시)

7주차 #13(월), #14(목)

8주차
#15(월), #16(목)

사후평가(즉시)
사후평가(목)(4주 후)

9주차

10주차 사후평가(월)(4주 후)

11주차

12주차 사후평가(목)(4주 후)

․ #은 노출 회수를 의미하며, 요일은 주기 간격의 이해를 돕기 한 것이며, 실제 실시는 

다를 수 있음.

<표 7> 실험 수업 어휘 지도 절차

지도 차
활동내용

문자 언어 통합 어휘 제시 음성 언어 심 어휘 제시

1
차시

제시
(10분)

-새로운 어휘 의미 노출
-그림과 소리 동시에 제시
 (문자 함께 제시)
-어휘 발화 기회 주기

-새로운 어휘 의미 노출
-그림과 소리 동시에 제시
-어휘 발화 기회 주기

이해
검 연습
(10분)

-어휘의 발음과 의미연결 활동
-Snatch game
(그림+문자 카드)

-어휘의 발음과 의미연결 활동
-Snatch game(그림카드)

2-4
차시

용  강화
(20분)

-학습한 어휘를 이용하여 활동하기
-어휘 의미 재정립

-학습한 어휘를 이용하여 활동하기
-어휘 의미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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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논의

1)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어휘 기억

가)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단기 기억

어휘 노출 주기에 따른 어휘 기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표 8> 1차 사후 어휘 검사 결과 (노출 주기)

노출 

주기

상 

학
N M SD F p

주 2회 A, D 49 32.33 5.45

3.1320* 0.0466주 3회 B, E 51 32.69 5.89

주 4회 C, F 51 34.75 4.23

 * p < 0.05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주 2회의 주기로 노출한 A, D반의 평균(M = 
32.33, SD = 5.45)은 주 3회의 주기로 노출한 B, E반의 평균(M = 32.69, SD 
= 5.89), 주 4회의 주기로 노출한 C, F반의 평균(M = 34.75, SD = 4.23)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노출 주기에 따른 해당 학
급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F = 3.1320, 
df1 = 2, df2 = 145, p = 0.0466)가 있으므로 노출 주기가 짧을수록 많은 어
휘를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노출 방법에 따른 어휘 기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표 9> 1차 사후 어휘 검사 결과 (노출 방법)

노출 

방법

상 

학
N M SD F p

문자 A, B, C 75 33.75 4.79
1.3132 0.2537

음성 D, E, F 76 32.7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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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문자 언어 통합의 노출이 일어난 반의 
평균(M = 33.75, SD = 4.79)이 음성 언어 중심의 노출이 일어난 반의 평균
(M = 32.79, SD = 5.77)에 비해 0.96점이 더 높았으나 이는 유의미한 차이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휘를 지도할 때 문자를 함께 제시한다
고 해서 반드시 단기 기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이 단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노출 주
기가 짧을수록 단기 기억이 잘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노출 방법 자체 또는 
노출 주기와 방법의 상호작용이 단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장기 기억

어휘 노출 주기에 따른 어휘 기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0>과 같다.

<표 10> 2차 사후 어휘 검사 결과 (노출 주기)
노출 

주기

상 

학
N M SD F p

주 2회 A, D 49 29.45 5.88
3.4342

*
0.0349주 3회 B, E 51 31.53 6.01

주 4회 C, F 51 32.12 4.57

 * p < 0.05

<표 10>을 살펴보면 주 4회의 주기로 노출한 C, F반의 평균(M = 32.12, SD 
= 4.57)은 주 2회의 주기로 노출한 A, D반의 평균(M = 29.45, SD = 5.88), 
주 3회의 주기로 노출한 B, E반의 평균(M = 31.53, SD = 6.01)과 비교하였
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노출 주기에 따른 해당 학급의 평
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F = 3.4342, df1 = 
2, df2 = 145, p = 0.0349)가 있었으므로 노출 주기가 짧을수록 많은 어휘를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노출 방법에 따른 어휘 기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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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차 사후 어휘 검사 결과 (노출 방법)

노출 

방법

상 

학
N M SD F p

문자 A, B, C 75 32.24 5.60 7.2879

**
0.0078

음성 D, E, F 76 29.88 5.39

** p < 0.01

노출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문자 언어 통합의 노출이 일어난 반의 
평균(M = 32.24, SD = 5.60)이 음성 언어 중심의 노출이 일어난 반의 평균
(M = 29.88, SD = 5.39)에 비해 2.36점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7.2879, df1 = 1, df2 = 145, p = 
0.0078). 1차 사후 어휘 검사 결과에서는 노출 방법에 따른 어휘 검사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2차 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것으로 보아 3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때 그림과 문자를 함
께 노출시키는 방법이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 어휘 망각 정도

1차 사후 검사는 실험 수업 후 즉시 실시되었고, 2차 사후 검사는 실험 수업 
후 4주 후 실시되었다. 4주 동안 일어난 어휘 망각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표 
12>와 같다.

표를 통해 살펴보면 집단별로 단기 어휘 회상력 점수가 장기 어휘 회상력 
점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 학습이 일어난 즉시 가장 기억이 
잘 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망각 정도는 집단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 2회 노출의 
경우 A반이 D반보다 어휘 회상력 점수가 높으나 망각 정도는 거의 차이가 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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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어휘 망각 정도

노출 주기 노출 방법 상 학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망각 정도

(단기-장기)

주 2회
문자 A 32.84 29.96 2.88

음성 D 31.79 28.92 2.87

주 3회
문자 B 33.16 33.00 0.16

음성 E 32.23 30.12 2.11

주 4회
문자 C 35.24 33.76 1.48

음성 F 34.27 30.54 3.73

  
 주 3회 노출의 경우 B반의 망각 정도(0.16)는 E반의 망각 정도(2.11)에 비
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주 3회 주기의 노출이 일어났을 경우 문자 언어 통합
의 어휘 지도가 학생들의 어휘 기억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주 4회 노출의 경우도 주 3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반의 망각 정도
(1.48)가 F반의 망각 정도(3.73)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를 통해 주기
가 짧아질수록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지도가 어휘 기억 지속력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회상과 재인에 따른 어휘 기억

가) 회상과 재인에 따른 단기 기억

(1) 회상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대상 학급의 단답형 문항 응답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표로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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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차 사후 어휘 검사 단답형 결과

노출 

주기

노출 

방법

상 

학
N M SD F p

주 2회
문자 A 25 15.16 3.20 노출 주기: 

3.0946*

노출 방법: 

1.1306

노출 주기

×

노출 방법: 

0.1002

0.0483

0.2894

0.9048

음성 D 24 14.58 3.84

소계 49 14.88 3.50

주 3회
문자 B 25 15.44 3.33

음성 E 26 15.15 3.95

소계 51 15.29 3.62

주 4회
문자 C 25 16.92 2.74

음성 F 26 16.04 2.93

소계 51 16.47 2.85

문자 A, B, C 75 15.84 3.15

음성 D, E, F 76 15.28 3.60

소계 151 15.56 3.39

 * p < 0.05

노출 주기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주 2회 주기의 노출 주기를 가진 A, D반의 
평균은 14.88점으로 주 3회의 주기를 가진 B, E반의 평균 15.29점, 주 4회의 
주기를 가진 C, F반의 평균 16.47점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0946, df1 = 2, 
df2 = 145, p = 0.0483). 이를 통해 노출 주기가 짧아질수록 단기적으로 어
휘를 회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반면, 노출 방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A, B, C반의 평균(15.84)이 D, E, F반의 평균(15.28)보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인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대상 학급의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표로 나타내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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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차 사후 어휘 검사 선택형 결과

노출 

주기

노출 

방법

상 

학
N M SD F p

주 2회
문자 A 25 17.68 2.41 노출 주기: 

2.3131

노출 방법: 

1.1377

노출 주기

×

노출 방법: 

0.1916

0.1026

0.2879

0.8258

음성 D 24 17.21 2.00

소계 49 17.45 2.21

주 3회
문자 B 25 17.72 2.07

음성 E 26 17.08 3.30

소계 51 17.39 2.76

주 4회
문자 C 25 18.32 1.52

음성 F 26 18.23 2.12

소계 51 18.27 1.83

문자 A, B, C 75 17.91 2.03

음성 D, E, F 76 17.51 2.57

소계 151 17.71 2.32

<표 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 사후 단답형 검사 결과와는 달리 1차 사후 
선택형 검사 결과는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노출 주기는 단기 기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 회상과 재인에 따른 장기 기억

(1) 회상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대상 학급의 단답형 문항 응답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표로 나타내면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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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차 사후 어휘 검사 단답형 결과

노출 

주기

노출 

방법

상 

학
N M SD F p

주 2회
문자 A 25 13.44 3.84 노출 주기: 

3.6900*

노출 방법: 

8.0321**

노출 주기

×

노출 방법: 

0.4850

0.0273

0.0053

0.6167

음성 D 24 12.63 3.16

소계 49 13.04 3.51

주 3회
문자 B 25 15.56 3.64

음성 E 26 13.46 3.94

소계 51 14.49 3.91

주 4회
문자 C 25 15.68 2.98

음성 F 26 13.85 2.84

소계 51 14.75 3.03

문자 A, B, C 75 14.89 3.61

음성 D, E, F 76 13.33 3.34

소계 151 14.11 3.56

 * p < 0.05, ** p < 0.01

<표 1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차 사후 단답형 결과는 1차 사후 단답형 결
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라 
단기 기억에서의 회상의 결과는 장기 기억에서의 회상의 결과와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노출 방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문자 언어 통합의 노출이 일어난 A, B, 
C반의 평균은 14.89점, 음성 언어 중심의 노출이 일어난 D, E, F반의 평균은 
13.33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8.0321, df1 = 1, df2 = 145, p = 0.0053). 즉, 어휘를 제시할 때 그림과 문
자를 함께 제시한 문자 언어 통합의 방법이 어휘를 장기적으로 회상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노출 주기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주 2회의 주기로 노출이 일어난 A, D반
의 평균은 13.04점, 주 3회의 주기로 노출이 일어난 B, E반의 평균은 14.49점, 
주 4회의 주기로 노출이 일어난 C, F반의 평균은 14.75점으로 이는 통계적으
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6900, df1 = 2, df2 = 
145, p = 0.0273). 즉, 어휘 노출 주기가 짧을수록 장기적으로 어휘를 회상하
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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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인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대상 학급의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나타내면 <표 16>과 같다.

<표 16> 2차 사후 어휘 검사 선택형 결과

노출 

주기

노출 

방법

상 

학
N M SD F p

주 2회
문자 A 25 16.52 2.66 노출 주기: 

2.3647

노출 방법: 

4.6350*

노출 주기

×

노출 방법: 

0.8052

0.0976

0.0330

0.4490

음성 D 24 16.29 2.60

소계 49 16.41 2.61

주 3회
문자 B 25 17.44 2.36

음성 E 26 16.65 2.48

소계 51 17.04 2.43

주 4회
문자 C 25 18.08 1.47

음성 F 26 16.69 1.91

소계 51 17.37 1.83

문자 A, B, C 75 17.35 2.29

음성 D, E, F 76 16.55 2.32

소계 151 16.95 2.33

 * p < 0.05

2차 사후 선택형 검사는 1차 사후 선택형 검사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
다. 1차 사후 선택형 검사 결과를 통해서는 노출 주기와 방법은 단기 기억의 
재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차 사후 선택형 
검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자 언어 통합의 노출이 일어난 A, 
B, C반의 평균은 17.35점으로 음성 언어 중심의 노출이 일어난 D, E, F반의 
평균점수 16.55점보다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4.6350, df1 = 1, df2 = 145, p = 0.0330). 즉, 문자와 
그림을 함께 제시한 것이 인출에 필요한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4주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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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 노출 방법과 정의  역

사전 정의적 영역 검사와 실험 수업이 끝난 후 실시된 정의적 영역 검사 결과
를 비교하여 종속표본 t 검증(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해 문자 언어 
통합의 방법과 음성 언어 중심의 방법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문자 언어 통합으로 어휘 노출이 이루어진 학급의 자신감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17>과 같다.

<표 17> 문자 언어 통합 학급 자신감

M SD N t p

자신감(사후) 11.33 3.07 75 2.5636*  0.0124

자신감(사 ) 10.64 3.39

 * p < 0.05

그림과 문자가 함께 쓰인 플래시 카드를 통해 어휘 수업을 받은 A, B, C반 
학생들의 자신감 평균은 10.64에서 11.33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56, df = 74, p = 0.0124). 설
문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문자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
들이 문자를 보고 소리를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
으로 보인다. 

<표 18> 음성 언어 중심 학급 자신감

M SD N t p

자신감(사후) 10.93 3.13 76 1.3033   0.1965

자신감(사 ) 10.50 3.05

반면, <표 18>과 같이 음성 언어 중심의 어휘 노출이 이루어진 D, E, F반
의 자신감은 10.50에서 10.93으로 약간의 향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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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를 식별하고, 쉽고 간단한 낱말을 따라 읽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 교과서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도입할 때 그림(의미)과 발음(형태)만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과 문자를 함께 제시한 문자 언어 통합의 방법이 자신
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새로운 어휘를 제시 할 때 문자를 함
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노출이 이루어진 학급의 흥미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
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문자 언어 통합 학급 흥미

M SD N t p

흥미(사후) 15.57 3.79 75 2.0676*  0.0422

흥미(사 ) 14.72 4.40

 * p < 0.05

그림과 문자가 함께 쓰인 플래시 카드를 통해 어휘 수업을 받은 A, B, C반 학
생들의 흥미 평균은 14.72에서 15.57로 향상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07, df = 74, p = 0.0422). 학생
들이 그림과 문자가 같이 있으니까 더 쉽고 재미있게 단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제시 방법이 학생들의 흥
미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음성 언어 중심 학급 흥미

M SD N t p

흥미(사후) 16.00 3.52 76 1.6617   0.1007

흥미(사 ) 15.26 4.24

<표 20>과 같이 음성 언어 중심의 어휘 노출이 이루어진 D, E, F반의 경우 
흥미는 15.26에서 16.00으로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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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적용될 2011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로 묶어
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읽기 성취 기준을 살펴
보면 알파벳을 읽고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구
나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문자를 
도입하고 교과서에 나타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제시 방법은 자신감
뿐만 아니라 흥미 향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아 초기의 학습자들에게 문자
와 함께 새로운 어휘를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은 새로운 교육과정
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현재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새로운 어휘를 도입할 때 그림과 문자를 함께 제
시한 A, B, C반을 대상으로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노출 방법이 어휘를 기억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지,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휘를 배우고 싶은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문자 언어 통합 어휘 제시에 대한 효과성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합계

67명 (89.3%) 8명 (10.7%) 75명 (100%)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새로운 영어 단어를 배울 때 그림 카드에 영어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89.3%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제시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학생들은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편해
서’, ‘그림을 보고 뜻을 알고 글자를 보고 소리를 짐작할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글자만 있으면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그림이 같이 
있어서 더 쉽게 외울 수 있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
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좋긴 좋지만 잘 읽을 줄 몰라서’, ‘한국말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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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앞으로의 문자 언어 통합 어휘 학습 여부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아니다

 

아니다
합계

41명

(54.7%)

16명

(21.3%)

13명

(17.3%)

2명

(2.7%)

3명

(4%)

75명

(100%)

<표 22>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영어 단어를 
배울 때 그림과 글자를 함께 배우고 싶습니까?” 라는 물음에 76%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6.7%의 학생들은 문자 언어 통합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표 21>에서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학습 방
법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던 학생들 중 일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
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학습자의 사후 어휘 검사 결과를 음성 언어 중심의 어휘 학습이 이루어진 
반 학생들 중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의 사후 어휘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
다.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사후 어휘 검사 결과 비교

문자 언어 통합 음성 언어 심

a1 a2 a3 b1 b2 b3 c1 c2 d1 d2 d3 e1 e2 e3 f1 f2

사후 

1차
36 40 15 39 20 21 40 20 35 40 14 39 19 22 40 20

사후 

2차
34 38 16 39 28 22 40 20 32 39 11 37 19 20 38 16

여기서 a, b, c, d, e, f로 나타낸 학습자들은 각각 A, B, C, D, E, F반에 속
한 학습자임을 밝혀둔다. 사전 성취도 검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8명의 학
생들 중 4명(a1, a2, b1, c1)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최상위권 학생임을 
알 수 있었고, 다른 4명의 학생(a3, b2, b3, c2)은 각 반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최하위권 학생이었다. 

이들의 사후 어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음성 언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에 비해 대부분의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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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문자 언어 통합 어휘 학습을 한 학생들의 경우 1차 사후 검사 결과
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았더라도 2차 사후 검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어휘 기
억이 더욱 오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상위권 학습자들과 최하위권의 학습자들
의 경우 문자 언어 통합의 학습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후 어휘 지식 검사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문자 언어 통합의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상
위권의 경우 공교육 외에도 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 이미 문자 언어 통합의 방
법으로 어휘에 많이 노출된 경험이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흥미가 적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하위권 학습자들의 경우 아직 알파벳을 완전히 익
히지 못한 상태에서 문자를 접하게 되어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자 언어 통합의 학습 방법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 어휘 지
식 측면, 정의적 영역 측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학습자들의 경우 문자 언어 통합의 방법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실제 어휘 기억에는 도움을 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미 모국어 문자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3학년 2학기 학습자들에게 영어 
문자 도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알파벳 습득과 함께 그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의 문자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휘 기억에 영향을 주는 최적의 노출 주기와 방법을 알아보고
자 3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주 2회, 주 3회, 주 4회의 노출 주기와 문
자 언어 통합, 음성 언어 중심의 어휘 노출 방법을 적용하여 어휘 수업을 하였
다. 실험 수업 후 실시된 두 번의 사후 어휘 지식 검사 결과와 정의적 영역 검
사, 사후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업의 절대량이 같을 때 어휘 노출 주기가 짧을수록 많은 어휘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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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었다. 두 번의 사후 검사(즉시, 4주 후) 결과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
는데 주기가 짧을수록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
론을 얻었다. 반면 어휘 망각 정도를 살펴보면, 주 3회 주기의 망각 정도가 가
장 낮았다. 이는 현재의 주 2회 수업을 주 3회로 늘릴 경우 학생들의 어휘 기
억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어휘 노출 방법에 따라 어휘를 기억하는 정도가 달랐는데 어휘를 제
시할 때 소리와 함께 문자를 제시한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제시가 이루어진 
반의 평균이 더 높았다. 실험 수업 후 즉시 이루어진 단기 기억 평가에서는 문
자 언어 통합의 반의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
다. 그러나 장기 기억 평가에서는 실험반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문자 언어 통합의 방법이 많은 어휘를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지속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어휘의 노출 주기와 방법이 저장된 기억을 인출해 내는 방법인 회상
과 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출 주기가 짧을수록, 문자 언어를 함
께 제시할수록 많은 단서가 제공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한 회상의 정도가 높
았다. 

넷째, 문자 언어 통합의 어휘 노출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흥미,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영어교육은 지나치게 문
자를 강조하여 음성 언어를 등한시 하였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초등 영어 
교육은 음성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는 음성 언어가 어느 정
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초기 학습자에게도 문자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이 이미 모국어 문자 시스템을 알고 있고 언어 체계가 잘 갖
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자에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즐겁게 어휘 학습 활
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에서 영어 문자를 처음 접하기
는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아동들이 학교 밖에서 문자를 접하게 되는 현실을 고
려해 보았을 때, 어휘와 함께 문자를 제시하는 것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위와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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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한 학교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연구 결
과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교육에서의 어휘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른 어휘 기억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학습자의 사교육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어휘 
노출 방법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학습자의 자신감과 흥미 
영역 외의 다른 정의적 영역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노출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휘 기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할 때 
질적 분석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상위, 중
위, 하위 학습자로 나누어 분석한 어휘 기억 양상을 전체 학습자를 분석한 본 
연구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셋째, 문자 통합 
어휘 제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학습자 요인(수준, 성별 등)에 따른 어휘 
기억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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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lish Vocabulary Memory Patterns Through 

Different Exposure Spacing and Presentation 

Methods in Primary English Education

 

Yang, Sookyoung & Hong, Sun-Ho

This study amis to investigate the spacing effects and presentation 
methods in relation to vocabulary learning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context. Third grade students who had just started learning the alphabet in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y learned 
vocabulary by different spacing which is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a 
week, and presentation methods - those which are the spoken language 
centered method and the written language integrated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51 third grade students from a 
school located in Seoul. The participant students were tested twice right 
after and 4 weeks after the experiment class, and they were surveyed 
before and after the class. 

The results showed that spacing effects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ents' English vocabulary learning, providing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each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written language integrated method supports the idea that it is important to 
present vocabulary with written English for students.

Key Words: spacing effects, vocabulary present methods, vocabulary    
memory pattern, recall, recognition

            주기, 어휘 제시 방법, 어휘 기억 양상, 회상,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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