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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llocation-based vocabulary 

instruc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G2). It wa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wordlist-based vocabulary instruction for the control group (G1). 

This results reflect the development of low level high school EF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and the positive change in the affective 

domain. I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ponses,  G1 and  G2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on the first questionnaire. They did, however, differ 

significantly on the second questionnaire. G2 used more strategies to 

discover and to consolidate the meaning of the words by means of 

combining words. In terms of the affective domain, G2 participated more 

actively in the learning activities, whic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vocabulary growth, memory, self-confidence, motivation, and cooperative 

learning.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G2 was more inquisitive, 

interested, challenged, participatory, cooperative, and attentive than G1 in 

performing the vocabulary task activities. Moreover, the data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G2 performed more interactive and dynamic 

activities in solving the give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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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어휘력은 어 학습에서 필수 이며, 종합 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강력

한 측자(predictor)이다. 그 지만 통 으로 많은 어 교재나 언어 로그램에서 

어휘학습은 부수 인 심만을 받아왔다. 즉, 읽기, 듣기와 같은 언어 기술에 해서는 

매우 구체 으로 연구되어 있지만 어휘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Richards와 

Renandya, 2002). 그러나, 많은 EFL/ESL 문가들은 외국어 습득에서 읽기나 듣기의 

향상을 해 어휘 습득이 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Huckin, Haynes & Coady, 1993; 

Nation, 1990, 2001; Nunan,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나 언어 연구자들은 어

휘 학습이 읽기나 듣기를 하는 동안 텍스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직 인 교수(direct instruction)의 필요성을 거의 혹은  느끼지 못해왔

다고 지 한다(Coady, 1993; Zimmerman, 1993). 그 결과, 교실에서 어휘 지도를 한 

교수 활동은 소홀히 여겨졌다(Nunan, 1999). 

  한, 지 까지 우리나라의 어교육에 한 연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종합

인 언어 기술에 해 집 되어 있고, 어휘와 같은 세부 인 언어 기술에는 별로 심

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 이 있다(이화자, 1996). 이와 같은 은 교사의 교수 략과 

학습자의 학습 략에 크게 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다른 언어 기술은 명시 인 성취 기 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어휘의 역

할과 지도에 해서는 명시 인 세부 사항이 없다. 그러나, 기본 으로 어휘력이 언어 

학습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McCarthy, 1990; Rivers, 1983; Zimmerman, 1997)과, 

특히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문법과 어휘라는 기 인 어 능력에서 입문 

단계(threshold level)를 넘어야만 어 읽기를 제 로 할 수 있다(박기표와 채정숙, 

2000; Lee & Schallert, 1997; Song, 2001)는 을 살펴볼 때, 입력단계에서 의사소통

이고 효과 인 문법과 어휘 지도의 요성을 시사해 다.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등학교에서 어휘 지도의 방법은 주로 개별 단어에 

을 둔 채, 읽기나 듣기 활동의 수반된 기능으로 여겨왔다. 학습자들은 빈번히 어의 

개별 단어를 한국어와 일 일 등치 계(paired-translational equivalence)로 인식하고 

기계 인 암기를 해왔다. 실제 수업활동에서의 어휘 학습도 원자 인 개별 단어에 

을 두고 있으며(송희심, 2000; 이소 , 2001), 등 어 교과서에서는 어휘 학습 활동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고 부분 읽기나 듣기 자료의 하단과 부록에 개별 단어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Kim, 2004). 그 결과, 명사 bike와 동사 ride의 개별 단어의 의미

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결합하여 더 큰 하나의 덩어리 어휘 항목인 ‘ride a 

bike’나 ‘bike-riding’의 생성 방법을 몰라 읽기와 듣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말하

기와 쓰기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제 로 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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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수업  읽기나 듣기활동에서 부수 인 어휘지도

를 탈피하여 본 수업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집 인 어휘 심 학습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통 인 단어 목록에 의한 개별 단어에 을 두고 어와 한국어

의 일 일식의 어휘 지도방법( : book-책)과, 개별 단어가 빈번하게 다른 단어와 함께 

결합하여 쓰이는 방식인 연어(collocation)에 을 둔 지도 방법( : 명사+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명사, 동사+부사 등)간 학습자의 어휘 학습 략 사용 정도를 비교․분

석하고 보다 효과 인 어휘 지도 방법에 한 방안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한, 언어외  측면에서, Kang(2003)과 Rivers(1984)는 어휘 학습 연구에서 언어 , 

인지  측면만을 강조해왔고 정의 인 측면인 동기 등을 소홀히 취 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어휘 지도 방법이 학습자의 정의  측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 어휘 학습 활동은 단순히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악

하는 수 을 넘어 학습자의 동기 부여 등 정의  측면에 향을  뿐만 아니라 여타 

언어 기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Richards & 

Renandya, 2002).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어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정의  측면에 있어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련 선행 연구

1. 어 어휘 습득에 한 연구

  통사와 음운에 한 연구가 팽배하던 1970년 까지 어휘 습득에 한 연구는 거의 

무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외국어 교수의 을 형식이 아

닌 의미에 둔 Wilkins(1972)는 “문법이 없이는 약간의 의미가 달되지만 어휘가 없이

는 의미가  달되지 않는다”(p. 111)라고 하여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력의 요성

을 주장했다. Rivers(1983)도 “충분한 어휘력이 없으면 이미 습득한 구조나 기능을 사

용할 수 없다”(p. 125)는 이유로 어휘 학습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Clark(1993)은 언어 

습득에서 어휘가 우선이며, 어휘가 없다면 어떤 구조도, 어떤 구문도 없을 것이라고 하

면서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에서도 어휘가 심이라는 을 강조했다. 이처럼 

세부 인 언어능력에 한 여러 논의를 통해 어휘의 요성이 리 인정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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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어휘는 오랫동안 문법구조(structure)와 언어기능

(function)의 그늘에 가려 도외시되었고 학습자들이 풍부한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을  

수 있는 방법론과 기법에 한 언어 교사들의 심은 었다(Allen, 1983).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어휘 습득과 지도 방법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여러 

연구가 있어왔다. Nation(1990)은 어휘에 한 체계 이고 원리 인 근방식이 필요

한 이유로 언어 학습에서 어휘가 매우 요하며, 학습자들이 수용 인 언어 사용과 표

인 언어 사용에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은 불충분한 어휘에서 비롯된다는 을 지

했다. 송미정(2003)은 세 가지 다른 유형의 단어 목록 제시 형태 ― a) 한 사 식 단

어 목록(bilingual word list), b)  사 식 단어 목록(monolingual word list), c) 

한 사 식 단어 목록(bilingualized word list) ―가 새로운 어휘의 기억과 사용에 미

치는 향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한 사 식의 단어 목록을 사용하여 어휘를 학습

하는 것이 그 어휘의 정의 인 의미를 단기 으로 기억하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서 가장 효과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 한 단어 목록과 함께 한 단어 목록

이 제시된 경우 어휘의 정의 인 의미를 장기 으로 기억하고 사용하게 하는데 있어서 

효과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어휘 지도에 한 교실 연구에서, 송희심(2000)과 이소 (2001)은 고등학교 읽기 지

도에서 문법 연습은 크게 었으나 단어는 여 히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부분의 경우  시간에 차시 과제로 부과된 단어를 간단한 퀴즈나 쪽지 시험 

형식으로 확인하거나, 읽기  학습할 과제와 련된 새로운 단어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거나 질의 응답식으로 확인하고, 읽기 에는 단어나 표  설명을 통한 문장별 해석

을 하는 경우 낯선 단어나 표 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우리말로 설명하는 식이 부분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 교사가 단어와 숙어를 불러주면 학생들이 한국말 뜻을 종

이에 써서 제출하는 등 학교 교사들  77%가 맥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새로운 단어

를 설명하고 있다고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이소 , 2001; Joh & Choi, 

2001).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 로 이소 (2001)은 교사들이 어휘 지도의 요성을 

인식하고 단어 학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 인 지도는 아니라고 지 하고 있다. 

  어휘 학습의 효과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Nagy(1988)는 

단어의 개념을 일단 이해한 후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새 단

어에 여러 번 노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어의 출  빈도수

(frequency of occurrence)가 어휘 습득에 큰 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rown(1993)

에 따르면, 부분의 ESL 학자들이 어휘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단어를 학습하

는 요인에 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어 학습에서 요한 요소로 빈

도수와 성(saliency)을 들고 있다. 특히, 그는 단어의 성을 ‘the importance of 

a word’(p. 265)라고 정의하여 어휘 학습에 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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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와 같은 어휘 습득 이론과 지도 방법은 부분 개별 단어 습득에 한 것

으로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단어의 구 은 개별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

한 뭉칫말, 즉,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다단어 단 (multi-word units)를 구성하는 

개념 조각인 연어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어휘 지

식은 단지 개별 단어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에서도 이에 한 연구와 논의가 미흡하게나마 시작되고 있다. 

  Kim(2003)는 오랫동안 언어 사용 능력은 언어 구조에 한 지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어휘는 두 단어 이상의 ‘뭉칫말(chunks)’의 형태를 포함하며 이와 같은 

문법화된 어휘가 언어의 기본이라는 어휘론자들(lexicologists)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

다. Ellis(2002)도 틀에 박힌 뭉칫말(formulaic chunks)은 언어 습득 기에도 일어나지

만 숙달된 성인 언어 사용자도 의사소통에서 문법화된 뭉칫말을 장하고 검색하여 사

용하기 때문에, 교실 언어 교수는 습득 기부터 뭉칫말화(chunking)를 통한 어휘 발

달에 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어휘의 지  변화와 함께 

어휘의 개념이 어휘구나 틀에 박힌 어구를 포함하여 넓 져 왔으며, 이는 의사소통이

나 습득에서 기 학습자들에게 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Richards와 

Renandya(2002)의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연어 학습지도와 련하여, 김성식(2004)은 등학생을 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

한 결과, 연어 단 로 어휘를 학습한 학 이 개별 낱말 단 로 어휘를 학습한 학

에 비해 더 효과 으로 어휘를 학습했다고 보고했다. 한, 김낙복(2005)은 EFL 상

황에서 연어  어휘 학습(collocational vocabulary learning)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

가 언어의 입력(input)은 물론 수용(intake)과 출력(output)을 극 화시킬 수 있게 

되고, 어에 한 지식(knowledge)뿐만 아니라 어를 실제 의사소통을 해 사용

할 수 있는 기술(skill)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 이라고 주장하다. 그 지만 어휘 

습득에 한 연구와 논의는 부분 언어 , 인지  측면에 한 것으로 학습자 측

면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어휘 습득 과정에서 어휘 지도 방법에 따른 어휘 학습 략

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략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정의  측면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어휘 학습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게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인지 인 측면과 함께 자신감과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동 학습 활동 등 정의 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실 환경에서의 

언어 활동은 정의 , 인지 , 사회  제 요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기능 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Ellis, 1994). 따라서, 과업의 안내자요  다른 학습자로서의 교사는 교

사 자신과 학습자, 학습자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언어 ․비언어  소통을 통해 감정이

입(empathy)의 과정을 진하여 교수․학습의 목 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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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학습 환경에서 감정이입은 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은 고도의 감

정이입을 필요로 한다(Brown, 2000). 한, 외국어 학습에서 동기가 매우 요하며 동

기가 높은 학습자는 언어 습득과 성취를 잘 한다고 주장한다(Ellis, 1994; Kang, 2003).

  실제로 행 고등학교 10학년용 12종의 어 교과서에서는 열린 교육 체제의 활성화

와 어교육의 궁극 인 목 인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업 심

(task-based)의 소집단 활동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는 과(한정원, 2003), 어휘 습득 연

구에서 인지 인 측면만을 강조해왔고 정의 인 측면인 동기 등을 소홀히 취 했다는 

주장(Kang, 2000; 2003)과 Rivers(1984)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어 어휘 학습 략에 한 연구

  어휘 학습 략에 한 연구는 처음에 반 인 언어 학습 략 연구의 한 부분으로 

취 되어 간 으로 이루어졌다. 언어 학습 략과 련하여 자기 찰(introspection)

을 기 로 10가지의 략을 제안한 Stern(1975) 이후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

통 능력의 하  요소로 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포함시켜 의사소통능력

을 기르기 한 언어 학습에서 략의 요성을 강조했다. 학습 략에 한 연구를 인

지  맥락에서 수행하기 한 기 를 세우고자 했던 O’Malley와 Chamot(1990)는 언어 

학습 략을 인지(metacognitive) 략, 인지(cognitive) 략, 사회 /정의 (social/ 

affective) 략으로 분류했고, 지 까지 학습 략 연구 에서 가장 종합 인 분류 체

계를 시도한 Oxford(1990)는 언어 학습 략을 크게 직  략과 간  략으로 분

류하고, 직  략에는 기억 략, 인지 략, 보상 략의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간  략은 인지 략, 정의  략, 사회  략의 3가지로 구분하 다. 

  이와 같은 분류는 향후 학습 략 연구에 많은 향을  측면은 있지만, 언어학습 

반에 걸친 략 분류로 그 범 가 무 범 하고 종합 인 측면과, 특히 어휘 부분

을 주로 인지 략으로 국한하여 간 으로 취 했다는 문제 이 있다. 이는 지 까

지 어휘 학습 략에 두드러진 심을 기울이지 않은 면과 어휘를 소홀히 취 해 온 언

어 연구의 역사와도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EFL 상황에서 우리는 ESL 학습자들이 외

국어 학습에서 어휘 학습을 가장 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연구(Horwitz, 1988)

나 ESL 고등학생들이 여타 다른 언어 학습활동보다 어휘 학습을 해 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Chamot(1987)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hmitt(1997)는 지 까지 어휘학습 연구가 단편 이고 부분 으로 이루어지는 

등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을 지 하면서 어휘에 을 둔 략(lexically-focused 

strategies)을 분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Oxford(1990)의 언어 학습 략을 응용하여 

일본 학습자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학습 략을 의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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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의미 통합 략으로 구분하여 개발했다. 구체 으로, Oxford(1990)의 분류 체

계를 토 로 L2 어휘 습득과 련하여 의미 발견 략 14개와 의미 통합 략 44

개의 총 58개 항목의 략을 개발한 Schmitt(1997)는 어를 학습하는 일본 학습자

들을 상으로 어휘 학습 략을 연구한 결과, 학습자의 나이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략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능력에 상응하

는 어휘 학습 략을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휘 학습 지도도 이러한 인지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Park(2001)이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략  의미 통합 략 13개를 

제외한 45개의 어휘 략 항목으로 , , 고, 학생들의 어 어휘 학습 략 사용을 

연구하 다. 그 결과,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이 언어 사 (bilingual dictionary)의 

활용과 문맥을 통한 의미 추론을 가장 선호하는 어휘 학습 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 학습자들을 상으로 어휘 학습 략을 연구한 Schmitt(1997)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Park(2001)은 이 두 가지 학습 략이 아시아 학습자들에게 

보편 인 어휘 학습 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효과 인 언어 습득 략에 있어 어휘에 을 둔 어휘  근방식(lexical 

approach)을 제안하고, 언어는 어휘화된 문법(lexicalized grammar)이 아니라 문법화

된 어휘(grammaticalized  lexis)로 구성된다고 강조한 Lewis(1997)는 ‘어휘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해서 ‘어휘(vocabulary)’는 단어들(words) 이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리고 그는 ‘어휘(lexis)’를 단어들, 연어, 고정 표 , 반고정 표 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어휘는 언어 학습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 다. 특히, Lewis(1997, 

2000)와 그의 동료들은 단어 결합(combinations of words)을 통한 연어 학습 략이 

어의 네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휘 교수

략은 학습자로 하여  기존의 단어 목록 심의 어휘 학습 략과 어휘 습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품사를 기반으로 한 단어간 결합인 연어와 같은 어휘 항목에 익숙하

도록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어휘학습 활동 

  연구 상자는 충남 S시에 소재한 S고등학교 1학년생 120명으로 통제군(G1)과 실험

군(G2)은 각각 60명이다.1) 연구 기간은 2학기 간고사가 끝난 직후인 2003년 10월 10

일부터 겨울 방학 직 인 2004년 1월 6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집단 구성은 9월 숙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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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평균이 비슷한 두 반씩 한 집단으로 하고,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하는 통제군과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하는 실험군을 표 1과 같이 분

류하 다. 각 집단의 어휘 학습 활동은 한 사 과 주제별로 련 단어를 제시한 

어휘 학습장을 활용하고, 주제 심의 과업 활동을 해 5-6명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동학습 형태로 본 수업  20분 동안 어휘 심 수업이 실시되었다. 다시 말해, G1에

게는 통 인 방식으로 주제별로 제시된 개별 어 단어를 우리말로 익히도록 지도하

고, G2는 주어진 주제별 개별 단어를 품사별로 찰하고 두 단어 이상을 조합하여 

뭉칫말( , 명사+명사 water pollution, 동사+명사 make a decision) 형태로 익히도록 

지도하 다.

표 1

집단별 참가자들의 구성

집단 인원 학년-과정 성별 어휘 학습 활동 유형 비고

G1 60 10학년 10-b 남(41), 여(19) 단어 목록 심 활동 통제군

G2 60 10학년 10-b 남(31), 여(29) 연어 심 활동 실험군

2.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방법

1) 연구 도구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하면서 어떤 략을 어느 정도 사용

했는지, 어떤 략에 을 두고 있는지 등 집단간 어휘 학습 략 사용 변화를 비교하

기 해 <부록 1>의 어휘 학습 략 분류표를 활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한,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 조사를 <부록 2>의 내용으로 두 차례

에 걸쳐 실시했다.

  (1) 어휘 학습 략 사용에 한 설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휘 학습 략 사용 설문지는 Oxford(1990)의 언어 학습 략을 

응용하여 어휘 학습 략을 58개 문항으로 개발한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략 분류

표와,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략 분류표를 기 하여 Park(2001)이 한국 학생들의 

어휘 학습 략을 조사․분석한 어휘 학습 략 분류표를 활용하여 일부 재구성한 것이

1) 실험  두 집단이 동질 집단일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100  만 으로 숙달도 평가를 실시했다. 

숙달도 평가(모의 학력평가) 결과 G1은 30.48, G2는 30.7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310, p = .758). 이는 두 집단이 동질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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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두 연구자들의 략 분류표에 제시된 래시 략 사용은 0.6%정도로 

미미했고 피험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을 고려하여, 이 문항 신에 단어간 결합 방식

인 연어 학습 략으로 수정하여 활용했다. 구체 으로, 략의 종류를 크게 의미 발견

략(discovery strategies)과 의미 통합 략(consolidation strategies)으로 분류하고, 

발견 략에는 결정 략 7개 문항과 사회  략  5개 문항으로 분류하 다. 한, 통

합 략에는 사회  략 2개 문항, 기억 략 18개 문항, 인지 략 8개 문항, 인지 

략 4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총 44개 문항이다(부록 1 참조).

  (2)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한 집단과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한 집단간 어휘 학습 활동에 한 학습자의 정의  측면을 알아보고자 어휘 학습활동 

간단계와 마무리 단계에 각각 한 차례씩 두 번에 걸쳐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은 크게 8개 항목 25문항이다(부록 2 참조).

2) 자료 수집 방법

  먼 , 집단간 어휘 학습 략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부록 1>에서 보듯이 

의미 발견 략 12문항과 의미 통합 략 32문항의 총 4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

용하여 어휘 학습 략 항목마다 다음 와 같이 1번 ‘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3번 ‘어느 정도 사용한다’, 4번 ‘많이 사용한다’, 5번 ‘매우 많이 사용

한다’의 5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한, 1차 설문 조사 

시 학생들에게 용어나 내용의 이해를 돕기 해 각 문항에 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휘 학습 시 사용하는 략을 가능한 한 정확히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다음으로, 집단간 어휘학습 활동을 통한 정의  측면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하

여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을 실험 시작 3주 후에 실시한 1차와 실험이 끝날 

무렵에 실시한 2차에 걸쳐 학생들의 생각을 보다 분명히 표 하도록 하기 해 15번 

문항을 제외하고 간  혹은 유보  입장을 제거한 4  척도를 사용하 다(부록 2 참

조). 15번 문항은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 ‘가장 향을 받은 언어 기술’을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에서 고르도록 하 다. 

3. 결과 처리 방법

  본 연구를 한 자료 처리는 연구 문제 1인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어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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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해 5  리커트 척도의 평균과 표 편차를 통해 집단간 사용 

략을 비교하고 t검정으로 집단간 차시별  유의성을 검증했다. 한, 연구 문제 2인 ‘연

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정의

 측면에 있어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해 차시별 t검정과 문항별 

카이(χ2) 검정을 통해 정 , 부정  반응 빈도수의 유의성을 p < .05 수 에서 검증했

다. 다시 말해, 자료 처리는 ‘ /거의 그 지 않다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

다>’와 ‘ 체로 그 지 않다 <해당되는 경우가 50% 미만이다>’의 반응을 합쳐 ‘부정  

반응’으로, ‘ 체로 그 다 <해당되는 경우가 50%를 넘는다>’와 ‘아주 그 다 <해당하

는 경우가 부분이다>’를 합쳐 ‘ 정  반응’으로 분류하 다.

IV. 연구 결과  논의

1. 어휘 학습 략 사용 설문 조사 분석

  연구 문제 1.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어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휘 학습 략 사용 변화를 알아보기 해 설문 조사를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

교하 다. 표 2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개별 항목에 한 집단간의 어휘 학습 략 사

용의 반 인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개별 문항에 해 t검정을 통해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본 결과, 1차에서는 부분의 세부 략에서 두 집단간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략 사용 정도의 차이가 많았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의미 발견을 한 결정 략  G2는 G1보다 품사를 분석 활용하고(1번), 어근과 사

( 두사, 미사)를 분석(활용)하며(2번), 사 을 더 많이 사용(6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 을 활용하 는데 두 집단 모두 한 부분은 비슷

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부분은 G2가 G1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략에 있어 G2는 G1보다 교사에게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더 많이 질문하며

(10번), 의미 발견을 해 그룹 활동(12번)을 보다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보다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이 의미 발견을 한 략을 보다 극 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학습 활동 과업에 있다고 보여진다. 단어 목록 심 어휘 학습을 통

한 의미 발견은 모르는 단어를 단순히 사 이나 단어 목록을 활용하거나 친구( 우)에

게 물어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연어 활동은 사 이나 단어 목록의 활용과 친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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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물어서 의미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G2가 보다 더 극 으

로 교사에게 질문하거나 그룹 활동을 통한 인스토 (brainstorming)으로 의미 발

견 활동을 더 활발히 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통합 략과 련하여 1차에서 사

회  략 사용은 두 집단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차에서는 의미 강화를 해 G2가 

G1보다 그룹으로 의미를 공부하고 연습하는(13번) 경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의미 발견 시 그룹 활동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기억 략에서는 세부 략 부에서 G2가 G1보다 극 으로 기억 략을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어를 사용한 단어 연습(27번), 단어의 품사 기

억(29번),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30번), 숙어( 용어법)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하는(31번) 략들은 많은 경우 원자 인 개별 단어보다 두 단어 이상을 조

합하는 연어와 한 계가 있는 략 항목이다.   

  인지 략에서는 두 집단 모두 단어 목록을 활용하여 단어를 연습하거나(35번) 단어

를 반복해서 쓰는 활동(34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물건(해당 물체)에 

라벨(label)을 붙여 단어를 연습하는 경우(38번)는 두 집단 모두 많이 사용하지 않은 

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휘 노트를 활용하는 략(40번)은 본 연구자가 구안하여 

사용한 어휘 학습장의 활용 정도를 수행 평가에 반 하 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극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당 단어와 결합하는 단어를 함께 공부

하는 략(39번)은 G1보다 G2가 훨씬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 뭉칫말

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략으로서 많은 경우 (반)고정 어휘 결합에 주목하고 사용하는 

략이다. 이는 연어 심 어휘 학습 활동의 향일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휘 지도에 있어 지 까지 단순한 정의 심의 어휘 지도가 크게 

효과 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어휘론자들은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정

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  특성, 즉, 연어  특성까지 함께 지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 (Hill, 2000; Willis, 1990)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휘 략 사용에 있어 학습 후에도 알고 있는 어휘를 활용하여 말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에서 특히 요하다. 즉, 한 단어의 후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어휘

의 뭉칫말을 함께 지도할 때에 비로소 한 과업 수행 결과가 다른 표본에도 용될 수 

있고(applicability), 한 과업 수행 결과가 다른 상황에도 유효하게 이될 수 있으며

(transferability), 실행한 과업 수행 결과와 유사한 상황이 주어진 경우 그 수행 결과가 

선행 결과와 유사한 정도에 따라 반복가능성(replicability)을 높여 언어 출력의 일반화

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런 에서, 극 으로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를 학습한 

G1보다 연어 심의 G2가 언어 학습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인지 략에서는 부분 략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1, 2차에 있어 

큰 평균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지 략은 Oxford(1990)의 학습 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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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집단간 어휘 학습 략 사용 설문 응답 분석 결과

략 

종류
세부 략

G1 G2

1차 2차 1차 2차

M SD M SD M SD M SD

의

미

발

견

략

결정 

략 

1. 품사를 분석(활용)한다
2. 어근과 사( 두사, 미사)를 분석(활용)한다
3. 사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분석(활용)한다
4. 문맥에서 의미를 추측한다
5. 한 사 을 사용한다
6.  사 을 사용한다
7. 단어 목록(word lists)을 사용한다

1.87
1.98
2.42
3.03
3.28
2.20
2.77

.812
1.033
1.124
1.073
1.250
1.286
1.212

2.10
2.07
2.67
2.95
3.40
2.50
2.72

 .915
 .880
1.130
1.096
1.278
1.372
1.250

1.92
1.88
2.48
2.98
3.25
2.20
2.70

.869

.783
1.228
1.172
1.271
1.286
1.183

2.70
2.77
3.15
3.22
3.42
3.18
3.15

1.078
1.140
1.102
1.180
1.239
1.321
1.246

사회  

략

8. 교사에게 의미를 물어본다
9. 교사에게 동의어나 반의어를 물어본다
10. 교사에게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물어본다
11. 우나 친구에게 의미를 물어본다
12. 그룹 활동을 통해 의미를 발견한다 

2.47
2.02
2.08
3.12
2.67

1.298
1.157
1.154
1.166
1.323

2.62
2.28
2.27
3.13
2.57

1.091
1.166
1.148
1.228
1.294

2.47
1.93
2.22
3.13
2.82

1.200
1.056
1.043
1.228
1.200

3.03
2.63
2.97
3.32
3.30

1.104
1.262
1.134
1.282
1.169

의

미

강

화

∧

통

합

∨

략

사회  

략

13. 그룹으로 의미를 공부하고 연습한다

14. 원어민과 상호교류(의사소통)한다

2.55
2.02

1.199
1.186

2.87
2.12

1.228
1.223

2.67
2.08

1.323
1.225

3.32
2.37

1.228
1.377

기억 

략

15. 그 단어의 그림 표 (상)을 사용하여 단어를 공부한다
16. 단어의 의미를 그려본다(상상한다)
17. 단어의 의미를 개인 경험과 연결시킨다
18. 해당 단어를 동의어와 반의어와 연결시킨다 
19. 의미망을 사용하여 단어를 공부한다
20. 단어들을 그룹으로(주제별 등) 만들어 공부한다
21. 문장에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한다
22. 단어의 철자를 공부한다
23. 단어의 음을 공부한다
24. 공부할 때 새로운 단어를 큰소리로 말한다
25. 단어의 형태(모양)를 그려본다(상상한다)
26. 단어의 첫 자에 을 친다  
27. 핵심어(key word)를 사용하여 단어를 연습한다
28. 단어의 사( 두사, 미사)와 어근을 기억한다
29. 단어의 품사를 기억한다
30.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
31. 숙어( 용어법)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한다
32. 신체 행 를 통해 단어를 연습한다

2.45
2.57
2.50
2.22
2.20
2.05
2.20
2.87
2.38
2.33
2.12
1.67
2.78
2.02
1.95
2.10
2.42
2.12

1.199
1.155
1.172
1.195
1.005
1.016
1.162
1.112
1.136
1.271
1.151
1.145
1.379
1.142
1.141
1.258
1.306
1.391

2.73
2.62
2.73
2.38
2.42
2.72
2.38
2.87
2.67
2.53
2.35
1.75
2.57
2.38
2.28
2.38
2.78
2.30

1.133
1.106
1.177
1.091
1.109
1.010
1.121
 .929
1.174
1.321
1.246
1.002
1.254
1.106
1.195
1.043
1.180
1.280

2.62
2.65
2.60
2.07
2.23
2.15
2.18
2.92
2.48
2.37
2.18
1.70
2.67
1.85
2.03
2.12
2.43
2.00

1.209
1.147
1.196
1.133
1.095
1.132
1.066
1.293
1.214
1.221
1.157

.997
1.398

.936
1.025
1.223
1.226
1.150

3.07
3.07
3.22
2.80
3.02
3.17
3.15
2.97
2.92
2.72
2.87
2.35
3.22
2.83
3.23
3.10
3.40
3.07

1.006
 .936
1.195
1.246
1.228
 .960
1.117
1.057
1.139
1.316
1.255
1.313
1.195
1.278
1.125
1.069
1.045
1.260

인지 
략

33. 구두 반복을 통해 단어를 연습한다
34. 단어를 반복하여 쓴다
35. 단어 목록(word lists)을 활용하여 단어를 연습한다
36. 수업  메모를 하여 단어를 공부한다
37. 교과서의 어휘 부분을 활용한다
38. 물건(해당 물체)에 라벨(label)을 붙여 단어를 연습한다
39. 해당 단어와 결합하는 단어를 함께 공부한다
40 어휘 노트를 활용한다

2.80
3.57
2.70
2.58
2.65
1.78
2.22
2.27

1.246
1.280
1.280
1.266
1.260
1.106
1.151
1.233

2.92
3.20
2.93
2.80
2.72
2.45
2.50
3.02

1.154
1.273
 .954
1.070
1.121
1.333
1.097
1.017

2.87
3.63
2.82
2.67
2.55
1.88
2.30
2.35

1.384
1.164
1.255
1.271
1.185
1.209
1.062
1.162

3.22
3.37
3.37
3.22
3.30
2.58
3.57
3.32

1.091
1.288
1.134
1.166
1.013
1.357
 .851
1.142

인지 

략

41. 어 매체(노래, 화, 뉴스방송 등)를 활용한다
42. 어휘 지식을 스스로 평가한다
43. 모르는 단어는 건 뛰고 넘어간다
44. 단어를 여러 번 계속하여 공부한다

2.68
2.20
2.53
3.25

1.479
1.246
1.321
1.310

3.05
2.72
2.93
3.35

1.213
 .804
1.339
1.147

2.83
2.08
2.55
3.47

1.342
1.154
1.383
1.171

3.42
3.27
3.02
3.65

1.266
1.039
1.17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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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 간  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에 집 하기, 학습을 비하고 계획하기, 

학습을 평가하기와 같은 략들이다. 자기 주도  학습 활동이 낮은 본 연구의 피험자

들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모니터하는 간  략 사용에 있어, 많은 어휘를 

잘 몰라 모르는 단어를 건 뛰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휘 지식을 스스로 평가하는 략

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42번, 43번). 그러나, 어 매체를 활용하거나(41번) 

단어를 여러 번 계속하여 공부하는(44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어휘 략 사용의 분석 결과, 학습자에게 어휘 학습 활동 시 략 사용의 

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습한 어휘를 활용하여 언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진행되는가를 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G1과 G2의 학생들이 숙달도가 

낮은 수 이라는 (G1: 30.48 , G2: 30.75 )을 고려하면 기본 인 기억 략을 넘어 

이를 장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지 략과 인지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휘 학습 지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편, 집단간 어휘 학습 략 사용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해 1, 2차 설문 

응답을 t검정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1차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2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1과 G2간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찰 결과 언어 입력이라는 측면

에서 살펴볼 때, G1은 교사의 언어 입력에 기계  암기로 어와 우리말의 일 일식으

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G2는 학습자 스스로 단어간 찰을 통해 반복 으로 

어휘 결합을 한 실험을 시도해보는 보다 극 인 상호작용을 통한 입력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3

 집단간 어휘 학습 략 사용 t검정 결과

시기 집단 평균 표 편차 t p

1차
G1 2.42 .60

 -.278 .782
G2 2.63 .58

2차
G1 2.45 .61

 -3.965 .000
G2 3.09 .09

  이는 G2의 학습자들이 G1 학습자들보다 상호작용과 과업 집착력이 더 강했다는 것

에서 추정할 수 있다. 한, 이와 같은 추정의 근거로 G1보다 G2가 어휘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입력 언어 자료에 해 보다 의식  주목을 함으로써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의미 발견 략과 의미 통합 략을 극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이와 같은 극 인 략 사용은 언어 학습에서 모든 입력이 같은 가치 

지니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는 인지 으로 주목된 입력(noticed input)이 수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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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 처리를 해 보다 의식 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작동 기억

(working memory)을 넘어 장기 기억에 도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2.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 조사 분석

  연구 문제 2.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정의  측면에 있어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학생들 반응의 체 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

듯이 먼  1차 설문 조사에서 유의하게 정 인 반응을 보인 항목은 24개 문항  모

두 9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휘 심 학습 활동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8번), 어휘를 기억하는데 효과가 있고(11번), 어휘학습 계획(목표)을 세워 실천하

며(12번), 어휘를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다(13번)고 응답했다. 한, 어휘 학습장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19번), 어휘 학습장 활용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20번)

고 생각하고 있고, 수업  활용한 어휘 학습 방법을 혼자서도 용해 보고(22번),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가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며(24번), 혼자 학습할 때도 어휘력을 스스

로 평가하고 검하고(25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16개 항목들은 주로 정의  역(1, 2, 4, 5, 6, 7, 

10번)과 동 학습 활동에 따른 원간의 감정이입(16, 17, 18번)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 기에 학습 과업 수행 방법과 요령을 잘 알지 못하

고 어 자체를 어려워하는 낮은 수 의 학습자에게 새로운 어휘 학습 방법이 큰 부담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 기에 원간 과업 분담이 잘 되지 않아 혼란

을  면이 있고, 원 상호간 의사소통에 문제 이 있었던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어휘 학습 활동이 끝날 무렵에 실시한 2차 설문 조사에서는 15번 항목을 

제외한 24개 항목  15개에서 유의하게 정 인 반응을 보 다(표 4 참조). 2차 설문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1차 설문 조사에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

의  측면의 흥미도(1번), 만족도(2번), 참여도(4번), 비도(5번), 자신감(6번), 재미(7

번), 동기 부여(10번)에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의  신념이 변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유의한 정의  측면은 어 학습에 

정 인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상으로써, 언어 

교육에서 특히 수 이 낮은 학생들에게 에서 언 한 흥미, 자신감, 동기 부여와 같은 

정의  역은 차후 학습 활동에 정 인 향을 크게  수 있는 변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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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간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 응답 분석 결과

                  집단

  문항

1차 2차

부정  

반응

정  

반응 χ2
p

부정  

반응

정  

반응 χ2
p

G1 G2 G1 G2 G1 G2 G1 G2

 1. 어 공부에 한 흥미도 35 36 25 24 .34 .853 35 20 25 40 7.552 .006

 2. 어휘 학습 활동의 만족도 41 43 19 17  .159 .690 38 25 22 35 5.647 .017

 3. 어휘 학습 활동과정의 어려움 52 53 8 7  .076 .783 41 34 19 26 1.742 .187

 4. 어휘 학습 활동의 참여도 33 39 27 21 1.250 .264 27 13 33 47 7.350 .007

 5. 어휘 학습 활동의 비도 39 41 21 19  .150 .699 33 18 27 42 7.673 .006

 6. 어 학습에 한 자신감 46 45 14 15  .045 .831 35 23 25 37 4.805 .028

 7. 어휘 학습 활동의 재미 40 42 20 18  .154 .695 39 24 21 36 7.519 .006

 8. 어휘력 향상에 도움됨 33 22 27 38 4.062 .044 23 14 37 46 3.165 .075

 9. 어휘 학습 략 사용에 도움됨 41 34 19 26 1.742 .187 21 19 39 41 .150 .699

10. 어 학습에 동기 부여 31 24 29 36 1.645 .200 30 13 30 47 10.474 .001

11. 어휘를 기억하는데 효과성 38 19 22 41 12.063 .001 25 14 35 46 4.596 .032

12. 어휘 학습 계획(목표) 실천 33 22 27 38 4.062 .044 14 0 46 60 15.849 .000

13. 어휘를 활용하는데 효과성 42 26 18 34 8.688 .003 25 22 35 38 .315 .575

14. 어실력 향상 도움됨 34 33 26 27  .034 .854 22 16 38 44 1.386 .239

16. 동 학습활동에서 상호작용성 34 33 26 27  .034 .854 26 19 34 41 1.742 .187

17. 동 학습활동의 효과성 31 26 29 34  .835 .361 24 14 36 46 3.851 .050

18. 상호 묻고 가르치기 활동 29 28 31 32  .033 .855 17 5 43 55 8.015 .005

19. 어휘 학습장 활용도 35 24 25 36 4.034 .045 21 14 39 46 1.976 .160

20. 어휘 학습장 활용의 효과성 33 20 27 40 5.711 .017 28 11 32 49 10.978 .001

21. 혼자 어휘 학습장 활용도 33 24 27 36 2.707 .100 18 8 42 52 4.910 .027

22. 학습한 어휘 학습방법 용도 47 37 13 23 3.968 .046 34 22 26 38 4.821 .028

23.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 실시 50 46 10 14  .833 .361 9 6 51 54 .686 .408

24. 평가가 어휘학습에 도움됨 42 31 18 29 4.232 .040 28 21 32 39 1.690 .194

25. 어휘력을 평가하고 검함 43 27 17 33 8.777 .003 12 5 48 55 3.358 .067

15. 가장 향을 받은 어 기술  

   은?

G1-듣기:7, 읽기:30, 말하기:6, 쓰기:17

G2-듣기:15, 읽기:25, 말하기:5, 쓰기:15

G1-듣기:14, 읽기:21, 말하기:9, 쓰기:16

G2-듣기:14, 읽기:24, 말하기:7, 쓰기:15

  그리고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 가장 향을 받은 어 기술(15번)을 묻는 질문에 G1, 

G2 모두 1, 2차에 걸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1은 읽기에 

있어 1차보다 2차에서 9명이 었고 듣기가 7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G2는 

1, 2차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특이한 은 1차에서 G1이 G2보다 읽기에 있어 응답자

가 많았으나 2차에서는 G2가 G1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간 투입에 따른 어휘 

활동이 많아지면서 G2가 읽기 기술에 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동 학습 활동 항목인 16, 17, 18, 23, 24번 

에서 16번과 24번을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 활

동 기에 문제 으로 지 되었던 과업 심 학습에 따른 원간의 역할 분담과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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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곤란도가 지속 인 동 학습을 통해 차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있어 단어 목록 심으로 활동한 G1과 연어 심으로 활동한 

G2간의 비교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1, 2차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연어 심 어휘 학습 활동이 궁극 으로 어 학습에 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어휘력 향상과 기억력에 효과가 있다는 신념을 주는데 통 인 단어 목록 

심의 어휘 학습 활동보다 더 효과 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집단간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t검정 결과

시기 집단 평균 표 편차 t p

1차
G1 2.21 .40

-3.048 .003
G2 2.56 .48

2차
G1 2.45 .47

-4.378 .000
G2 2.93 .47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휘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어휘력을 스스로 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자기 주도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을 의미한다. 한, 단어 목록 심의 어휘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어휘 습득

을 한 다양한 인지 , 인지  략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과 기계  암기에 의존하

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 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국어로서 어를 배우는 주목 이 의사소통에 있다고 볼 때, 언

어 사용과 운용 능력을 기르기 해서는 원자 인 낱말 단 의 어휘 학습에서 탈피하

여 다단어 뭉칫말을 지향하는 연어  어휘 학습을 통해 유창성은 물론 정확성을 함께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 성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어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텍

스트와 화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

다(Lewis, 1997; McCarthy, 1990). 즉, 모국어 화자의 유창성은 수많은 어휘구인 뭉칫

말의 장과 재생을 통한 효율 인 사용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 어휘 학습 략 

지도와 훈련은 개별 단어에 의존하는 단어 목록에 의한 어휘 학습을 넘어, 보다 이용가

능성이 높고 의사소통 인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인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어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연구 문제 2인 ‘연어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과 단

어 목록 심으로 어휘 학습을 한 집단간에 정의  측면에 있어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해 통계 으로 두 집단간에 차이의 유의성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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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어휘는 언어 습득과 사용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요소이다(Clark, 1994; Meara, 1992). 

한, 읽기에 있어 가장 방해되는 것은 빈약한 어휘력이다(임병빈, 1994; Knight, 1994; 

Nagy, 1988). 따라서, 언어 교사는 어휘 지도 방법과 학습자의 어휘 습득 과정에 많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교실 수업에서 기

존의 어휘 지도 방법이 부분 단어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소 , 2001)는 과 

읽기 과정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가르쳐 주는 간 인 지

도 방법이라고 지 한 바(송희심, 2000)를 고려하여 낮은 수 의 학습자에게 직 인 

어휘 심 수업을 실시하 다. 즉, 두 가지 어휘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단어 목록 심

의 통제군 G1과 연어 심의 실험군 G2에게 본 수업  20분 정도의 집 인 어휘 

수업활동을 통해 두 집단간의 어휘 학습 략 사용 변화와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정의  측면의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어휘 학습 략 사용에 있어 두 집단간 어휘 의미 발견 략과 통합 략

에 있어 1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차 조사 후 2개월 후에 실시한 

2차 조사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단어 목록을 활용하여 단어를 연습’하

거나, ‘단어를 반복해서 쓰기 활동’과 같은 인지 략은 두 집단 모두 많이 사용하는 

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휘 뭉칫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활동과 직․간 으로 

련이 있는 ‘핵심어를 사용한 단어 연습’, ‘단어의 품사 기억’,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

로 바꾸어 말하기’, ‘숙어( 용어)의 단어들을 함께 학습하기’, ‘해당 단어와 결합하는 단

어를 함께 공부하기’ 략들은 G2가 G1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 조사를 항목마다 카이(χ2) 검증을 통해 정 , 부정  

반응 빈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언어 학습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정의  측면

인 흥미도, 만족도, 참여도, 비도, 재미, 자신감, 동기 부여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어 목록 심의 어휘 학습은 개별 단어의 의미 악에는 도움을 

어느 정도 주고 있으나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과 략사용을 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단어간 결합 활동을 통한 연어 심 어휘 학습은 학습자에

게 어휘 항목에 해 보다 빈번한 의식  주목과 탐구 인 발견 활동을 통한 동기 부여 

 동학습을 강화하여 자신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기억력과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음을 시사해 다.

  따라서, 교실 상황에서의 어휘 학습 지도는 언어 습득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제

반 정의  측면을 고려함은 물론 학습 략 사용에 도움이 되고 학습 활동 결과의 이 

가능성, 용 가능성, 그리고 반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략이 필요하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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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개별 단어 심의 어휘 지도보다는 어휘와 문법을 통합 으로 근할 수 있

는 다양한 어휘 결합 활동을 진하여 연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어휘 항목을 

제시․활용하는 것이 궁극 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해 효과 인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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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휘 학습 략 사용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휘를 학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자기 생각을 표해주기 바랍니다. (2003. 10., 2004. 1.)

★ 다음은 여러분들이 재 어 어휘 학습 형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학번:          성명:

  아래 제시된 설문은 여러분들이 어로 된 을 읽거나 어로 을 쓰고자 할 때 

모르는 어 어휘의 학습을 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 어 어휘 실력을 향

상시키기 해 실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학습 략과 그에 따른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에 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서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이 실제로 어 학습을 하면서 어휘 학습과 련하여 경험하고, 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여러분

의 개인별 어 어휘 학습 지도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작성요령> 각 설문 항목에 해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지를 아래

와 같이 해당 숫자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1. [① 2 3 4 5]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1 ② 3 4 5]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경우가 50% 미만이다>

3. [1 2 ③ 4 5] 어느 정도 사용한다 <해당하는 경우가 50% 정도이다>

4. [1 2 3 ④ 5] 많이 사용한다. <해당하는 경우가 50%를 넘는다>

5. [1 2 3 4 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해당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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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미 발견 략 (1-12)

 1. [1 2 3 4 5] 품사를 분석(활용)한다.

 2. [1 2 3 4 5] 어근과 사( 두사, 미사)를 분석(활용)한다.

 3. [1 2 3 4 5] 사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분석(활용)한다. 

 4. [1 2 3 4 5] 문맥에서 의미를 추측한다.

 5. [1 2 3 4 5] 한 사 을 사용한다.

 6. [1 2 3 4 5]  사 을 사용한다.

 7. [1 2 3 4 5] 단어 목록(word lists)을 사용한다.

 8. [1 2 3 4 5] 교사에게 의미를 물어본다.

 9. [1 2 3 4 5] 교사에게 동의어나 반의어를 물어본다.

10. [1 2 3 4 5] 교사에게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물어본다.

11. [1 2 3 4 5] 우나 친구에게 의미를 물어본다.

12. [1 2 3 4 5] 그룹 활동을 통해 의미를 발견한다. 

II. 의미 강화(통합) 략 (13-44)

13. [1 2 3 4 5] 그룹으로 의미를 공부하고 연습한다.

14. [1 2 3 4 5] 원어민과 상호교류(의사소통)한다.

15. [1 2 3 4 5] 그 단어의 그림 표 (상)을 사용하여 단어를 공부한다.

16. [1 2 3 4 5] 단어의 의미를 그려본다(상상한다).

17. [1 2 3 4 5] 단어의 의미를 개인 경험과 연결시킨다.

18. [1 2 3 4 5] 해당 단어를 동의어와 반의어와 연결시킨다. 

19. [1 2 3 4 5] 의미망을 사용하여 단어를 공부한다.

20. [1 2 3 4 5] 단어들을 집단(그룹)으로(주제별, 철자별 등) 만들어 공부한다.

21. [1 2 3 4 5] 문장에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한다.

22. [1 2 3 4 5] 단어의 철자를 공부한다.

23. [1 2 3 4 5] 단어의 음을 공부한다.

24. [1 2 3 4 5] 공부할 때 새로운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한다.

25. [1 2 3 4 5] 단어의 형태(모양)를(을) 그려본다(상상한다).

26. [1 2 3 4 5] 단어의 첫 자에 을 친다.  

27. [1 2 3 4 5] 핵심어(key word)를 사용하여 단어를 연습한다.

28. [1 2 3 4 5] 단어의 사( 두사, 미사)와 어근을 기억한다.

29. [1 2 3 4 5] 단어의 품사를 기억한다.

30. [1 2 3 4 5]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

31. [1 2 3 4 5] 숙어( 용어법)의 단어를 함께 학습한다.

32. [1 2 3 4 5] 신체 행 를 통해 단어를 연습한다.

33. [1 2 3 4 5] 구두 반복을 통해 단어를 연습한다.

34. [1 2 3 4 5] 단어를 반복하여 쓴다.

35. [1 2 3 4 5] 단어 목록(word lists)을 활용하여 단어를 연습한다.

36. [1 2 3 4 5] 수업  메모를 하여 단어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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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2 3 4 5] 교과서의 어휘 부분을 활용한다.

38. [1 2 3 4 5] 물건(해당 물체)에 라벨(label)을 붙여 단어를 연습한다.

39. [1 2 3 4 5] 해당 단어와 결합하는 단어를 함께 공부한다.

40. [1 2 3 4 5] 어휘 노트를 활용한다.

41. [1 2 3 4 5] 어 매체(노래, 화, 뉴스 방송 등)를 활용한다.

42. [1 2 3 4 5] 어휘 지식을 스스로 평가한다.

43. [1 2 3 4 5] 모르는 단어는 건 뛰고 넘어간다.

44. [1 2 3 4 5] 단어를 여러 번 계속하여 공부한다.

부록 2

어휘 학습 활동 결과에 한 설문지 

  다음은 재까지 수업 에 어휘 학습 활동에 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각 설문에 해 재 자신의 생각과 활동 경험에 해 성실하게 해당번호에 ○표를 하고 그 

이유를 써주시오. (2003. 11., 2004. 1) 

  <작성요령> 각 설문 항목에 해 여러분이 재까지 활동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해당 숫

자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오 그 이유는? 에는 자신이 선택한 사항에 해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런지 그 이유를 구체 으로 간단히 써주시오.

1. [① 2 3 4] /거의 그 지 않다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1 ② 3 4] 체로 그 지 않다 <해당되는 경우가 50% 미만이다>

3. [1 2 ③ 4] 체로 그 다 <해당되는 경우가 50%를 넘는다>

4. [1 2 3 ④] 아주 그 다 <해당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

 1.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나의 어공부에 한 흥미를 높여 다.

 2.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에 만족한다.

 3.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 과정이 쉽다고 느낀다.

 4.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

 5.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을 해 맡은 과업을 열심히 비한다.

 6.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나의 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져다 다.

 7.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8.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나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9.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나의 어휘 학습 략 사용에 도움이 된다.

10.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나의 어학습에 한 동기 부여를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11.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이 어휘(단어)를 기억하는데 효과가 있다.

12.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스스로 어휘 학습 계획(목표)을 세워 실천하는데 도움을 다. 

13.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이 어휘(단어)를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다.

14. [1 2 3 4] 나는 어휘 학습 활동이 나의 반 인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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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이 어떤 어 기술에 가장 많은 향을 주고 있습니까?

    ① 읽기  ② 듣기  ③ 말하기  ④ 쓰기  

16. [1 2 3 4] 나는 동 학습 활동에서 나의 친구( 원)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17. [1 2 3 4] 동 학습 활동이 나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8. [1 2 3 4] 동 학습 활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묻고 가르치기 활동에 극 이다.

19. [1 2 3 4] 나는 어휘 학습장 활용에 극 이다. 

20. [1 2 3 4] 어휘 학습장 활용이 나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21. [1 2 3 4] 혼자 학습할 때도 어휘 학습장 활용을 계속한다.

22. [1 2 3 4] 나는 수업  어휘 학습 활용 방법을 혼자 어휘 학습을 할 때에도 용해 본다.

23.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에 한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를 실시한다.

24. [1 2 3 4] 어휘 학습 활동에 한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가 어휘학습에 도움을 다.

25. [1 2 3 4] 혼자 어 학습을 할 때에도 어휘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검해 본다.

시언어(Examples in) : English

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 English

용가능 수 (Applicable Levels) :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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