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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등학생의 어 어휘학습 략,어휘능력

학업성취도에 한 연구

조 은 주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 어교육 공

지도교수 홍 경 선

본 연구는 재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어떤 어 어휘 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악하고,어휘 학습 략의 사용과 어휘력, 어 성취도 간

의 계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이를 검증하기 해서 먼 어휘 략 사용에

한 설문을 실시하 으며,어휘력 평가와 성취도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이들

사이의 계에 해서 상 분석 하 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어휘 학습 략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으며,여러 학습

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휘 학습 략 에서 학생들이 발견

략을 다른 략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 다.이는 이 시기의 등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둘째,어휘학습 략 사용과 어휘력간의 계

를 분석한 결과,어휘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휘학습 략 사용 빈도가 매우

많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셋째,어휘력과 어성취도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이 둘 한 매우 강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이 검증 되었다.마지막으로 어

어휘 학습 략,어휘력, 어 성취도 이 세 역간의 계 분석 결과,역시 양

의 상 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 어휘 교수와 학습에 몇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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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휘 략 사용의 양 자체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체 으로 볼 때 어휘력과 어휘 략 사용의 양이 매우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으므로,여러 어휘 략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어휘학습 략들 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학생들이 취사선

택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어휘력평가와 어성취도 간에 매우 뚜렷한 양의

상 계가 있으므로,학기 진단 평가 시 기존의 듣기 문항평가와 더불어 읽

기 문항을 통한 어휘력 평가를 첨가하여 문자언어 역에 한 학습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학생의 실생활과 련된 어휘를 가장 자연스럽고 유의미

한 학습 환경에서 도입하기 해서는 어 동화책을 통한 읽기교육이 가장

합하며 효율 이라고 생각한다.

주요어 : 어 어휘학습 략, 어어휘력, 어 학업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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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

우리나라의 등 어 교육의 목표는 크게 정의 인 목표와 언어 인 목표

역으로 나 어진다(교육부,1999).정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어에 한 친숙

감과 자신감을 길러 주고 어에 한 흥미와 심을 유발,지속시켜 주는 것이

다.언어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

는 기본 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인 언어 목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의한 의사소통 기능을 강

화시키는 것이다.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 표 을 각

단원의 학습 목표로 가르치도록 구성하고 있다. 를 들어 처음 만나서 인사하

고 이름 묻기,과거에 한 일 말하기,제안하는 말하기 등의 간단한 화 표 을

가르치고 있다.그 결과 각 단원마다 특정한 상황에 한 화의 형식을 익히

는 것은 충족하고 있지만,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유의한 의사소통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특히 어휘의 측면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한정

된 어휘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실생활과 련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학생들은 앵무새처럼 정형화된 표 을 익히

고 외우는 것에 그치고 있다.

유의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목표를 효과 으로 학생들이 도달하기 해서

는 필연 으로 학생들이 재 어떤 어휘규모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요하

게 되었다.더구나 언어 능력이 낮은 단계일수록 어휘력의 향상은 의사소통 능

력의 신장에 보다 직 인 향을 다(홍경선,2004).배두본(1997)은 학습의

기단계에서 구문과 문법에 한 개념이 형성되기 이 에 학습자가 어휘를 많

이 학습하면 이후 어학습의 의사소통에 유익하다는 에서 어휘학습을 강조

했다.Wilkins(1972)는 '문법이 없이는 의미가 달되지만 어휘가 없이는 의미

가 달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여 외국어학습에서의 어휘 습득의

요성을 언 했다. 한 Wilkins는 어휘를 학습한다는 것은 일정량의 어휘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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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암기하는 것만이 아닌 어휘가 함축하는 폭넓은 개념을 이해하고 그 통사

특성까지도 악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어휘 학습의 요성을 강조하 다.따

라서 어휘를 학습하는 데 유용한 어휘학습 략을 용하고 효과 으로 지도하

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어휘학습의 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기존에 성인이나 고등, 학생

주로 조사되었던 어휘력이나 어휘학습 략에 한 연구가 최근 등학생을

상으로 많이 확 (임수진,2007;김 숙,2002;배미 ,2010)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이 어휘학습

략 분석이나 어휘학습 지도 방법에 한 방향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본 연

구자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어휘 학습 략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에 해

고찰하고 어휘 략의 사용뿐만 아니라 어휘력, 어 학업성취도 이 삼자 간의

계에 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한다.

첫째,Schmitt(1997)의 어휘학습 략 분류에 따라, 등 5학년 학생들이 재

어떤 어휘학습 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둘째,PaulNation의 VocabularySizeTest를 이용하여 어휘력을 평가하고

어휘력이 어어휘 학습 략의 사용과 어떤 계가 있는지 규명한다.

셋째, 어교과에 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

력 사이에 어떤 계가 있는지 연구한다.아울러 학업성취도가 어어휘학습

략의 사용과 어떤 계가 있는지 규명한다.

이를 통하여 등 어 학습자들의 어어휘 략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어어휘 학습 략과 어휘력 그리고 학업성취도 이 3자 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

지 검증하며 효과 인 어 어휘 학습 략과 어휘 학습 략 사용 지도 방법에

한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2.연구문제

본 연구는 등 어 학습자들의 어 어휘학습 략과 어휘력, 어 학업성

취도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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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어떤 어휘학습 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어휘력은 어휘학습 략의 사용과 어떤 계가 있는가?

셋째,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력은 어떤 계가 있는가?

넷째, 어 학습 략과 어휘력, 어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계가 있는가?

다섯째,학생들에게 효과 으로 어 어휘학습 략을 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3.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음과 같은 요인이 제한 이 될 수 있다.

첫째, 어 어휘학습 략을 조사하는데 있어 등학교 학년이 상이 아

니라 5학년 학생들만을 조사하 기 때문에 , ,고학년의 차이에 한 변인

이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어 어휘학습 략을 조사하는데 Schmitt(1997)의 어휘학습 략 분류

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이 설문은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행연구

자들이 사용하여왔지만,본 연구자는 설문을 시행함에 있어 원래 분류 항목에서

6개 문항을 생략하여 재구성함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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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제 2장에서는 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휘력 평가지를 제공한 Nation(1990)

의 어휘 지식에 한 개념을 살펴보고,학습자의 어휘학습 략에 한 개념

선행연구에 해 알아본다.

1.어휘 지식

Nation(1990)은 어휘지식의 구성요소를 크게 형태(form), 치(position),기능

(function),의미(meaning)로 구분하고,어휘를 아는 것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

두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 다.어휘의 형태는 어휘의 발음,철자,어미굴 에

따른 이형태 등 변화된 형태를 포함한다.의미는 개념으로 지시 의미뿐만 아

니라 그 개념과 련성이 있는 다른 개념,함축 의미,스키마 등을 포함한다.

쓰임은 연어 계에 있는 다른 어휘 등과의 표 패턴 특별한 언어 사용 등

을 포함한다.따라서 어휘 학습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휘 수를 증 시켜가는 것

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어휘에 해 지시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 사용

에 한 지식 등을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어의 어휘는 습득되면 장기 기억에 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기억에 장되도록 하기 해서 반복 인 학습과 사용이 필요

하고 장된 지식이 신속하게 재생되려면 청크(chunk)상태이어야 하므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결합형은 청크(chunk)상태로 장되어 있는 반면,사용빈도가 낮

은 어휘는 규칙에 의하여 재창조 된다고 설명하다.

가.어휘의 형태(form)

어휘의 형태를 안다는 것은 음성형태와 문자 형태를 아는 것이라고 하 다.

음성형태에 한 수용 지식은 어휘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아는 것으로,들

었을 때 어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생산 지식은 어휘가 어떻게 발음되

는지를 아는 것으로 강세를 포함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자 형태에 한 수용 지식은 어휘가 어떤 모양을 갖는지를 아는 것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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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휘를 마주쳤을 때,인식할 수 있도록 어휘의 문자 형태에 친숙해지는

것이며 생산 지식은 어휘의 철자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는 것으로 정확한

철자를 쓸 수 있는 것이다.철자에 한 지식은 이제까지 어휘 지식 에서는

낮은 단계의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어휘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처리과정에

서도 필수 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철자 지식은 생산 지식인 음성

형태 지식과도 련이 있어서 알 벳을 읽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음운론 지식

이 필수 이다.

나. 치(position)

어휘의 치를 안다는 것은 문법 패턴과 연어를 아는 것이라고 하 다.문

법 패턴에 한 수용 지식은 어떤 패턴에서 어휘가 나타나는가를 아는 것

이며,생산 지식은 어떤 패턴에서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가를 아는 것이다.

특히나 문법 패턴에 한 지식은 어휘의 품사와 형태론 지식이다.

연어에 한 수용 지식은 어떤 어휘나 어휘 유형이 그 어휘의 앞이나 뒤에

함께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며,생산 지식은 어떤 어휘나 어휘 유형을 그 어

휘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이러한 연어 지식은 모국어 화자와

같은 유창성과 계되는 것으로 둘 이상의 어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에

한 지식으로 어휘 배열과 계있다.

다.기능(function)

어휘 지식의 분류 가운데 어휘의 기능을 안다는 것은 빈도와 성을 아는

것으로 빈도의 수용 지식은 그 어휘가 얼마나 흔히 쓰이는지를 아는 것이며,

생산 지식은 그 어휘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아는 지식이다.따라서 어

휘 빈도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고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은 사용역(register)에 한 지식을 나타내며,수용 지식은 어디서 그

어휘를 마주할게 될지를 아는 것이며,생산 지식은 그 어휘가 어디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성에 한 지식은 가진 학습자들은 어휘를 사용

되는 상황과 화 참여자,말하고자 하는 목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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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미(meaning)

어휘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어휘의 개념과 연상 계를 아는 것이라고 하 다.

개념에 한 수용 지식은 그 어휘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아는 것이며,생산

지식은 그 의미를 표 하기 해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

식이다.

연상 계에 한 수용 지식은 그 어휘가 어떤 다른 어휘를 생각나게 하는

지를 아는 것으로 련된 어휘들(동의어,반의어)을 아는 지식이며 생산 지식

은 그 어휘 신에 어떤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으로 련 어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이 어휘 지식에 한 이러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어휘를 안다는 것은

해당 어휘의 형태 특성, 치 특성,기능 특성,의미 특성을 안다는 것

을 의미한다.학습자가 어휘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어휘들의 철자와 의미 목록

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휘들이 가지는 언어 속에서의 총제 인 지

식을 습득하여 그것을 이해하며 실제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는 것이라고 하겠다.

2.어휘학습 지도법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의 요성에 한 인식은 변화를 거듭해왔다.문법 번역

식 독해 심 교수법이 지배 이었던 20세기 까지만 해도 어휘의 상은

매우 견고하 다(김 숙,2002).그러나 1940년 말에서 1950년 에 어휘를

강조하던 기존의 외국어 교육 풍조에 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청화식 교수법은

어휘 교육의 최소화를 래하 다.어휘 교육은 그 후에 다른 언어 교육에 비하

여 상 으로 더욱 경시되었다.

어휘 교육은 1970년 에 들어와 의사소통 심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다시

요성이 강조되었다.성공 인 의사소통을 하여 언어의 의미와 사용이 요해

지면서 언어 학습에서 어휘의 역할에 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1980년

에는 어휘 교육에 한 심이 확 되면서 다수의 어 사 과 어휘 련 지침

서들이 편찬되었고 어휘 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1990년 는 어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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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요성이 이 보다 더욱 강조되고 보다 효과 인 어휘 교육방법이 다양하

게 모색되었다.2000년 에는 언어 학습을 하여 어휘 지식은 필수 이라는 인

식이 이 보다 폭넓게 형성되었다.어휘는 언어학습에서 문법 구조나 독해 혹은

청취 이해에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 인 조직체계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요한

언어구조로서 인식되고 있다(김 숙,2002;Park,2001).

최근 어휘학습은 암시 학습과 명시 학습을 혼합한 충 인 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용의 치에 와 있다.이 두 방법은 서로 배타 인 계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상호보완 이라고 보고 있다.

가.암시 어휘 학습

암시 어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듣기나 읽기 자료를 많이 함으로써 문맥

에 의해 공 된 정보의 결과로 어휘를 우연하게 학습한다.이와 련하여

Sternberg(1987)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어휘들은 가르쳐진 것,사 에서

찾아본 것도 아니며,문맥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 다.Saragi(1978)은 학습

자들이 소설을 읽는 동안 사 을 찾아볼 수 없게 하 고,책을 읽은 후에 평가

에 한 고도 하지 않았지만 학습자들이 평가 어휘로 제시된 90개의 어휘

76%의 뜻을 인식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암시 어휘 학습이 발생 되려면 교사가 방 한 듣기,읽기 자료를 학습자들

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Long,1998).

나.명시 어휘 학습

명시 어휘 학습에서는 어휘의 형태와 뜻이 힌 어휘 목록을 가지고 공부

하거나,어휘를 배우기 한 여러 가지 연습 활동을 하기도 하며 사나 어근을

분석함으로써 어휘를 학습하게 한다.

이와 련해서 Cook(1993)은 외국어 학습의 근간이 되는 어휘학습을 해

단계에서 많은 어휘들을 충분히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고,

Blanchowiz(1985)는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어휘의 뜻을 아는 방법,다양한 상황

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를 모국어 는 ESL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암시 어휘 학습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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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 이고,우연 인 학습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어휘를 학습할 수 있지만

EFL상황에서 어를 배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해 직

이고 계획 인 지도 즉 명시 어휘학습 지도가 필요하다(이 문,2002).

3.어휘 학습 략 분류

어휘 학습 략의 개념은 일반 인 언어 학습 략에 한 정의에서 유추될

수 있다.학습 략의 개념은 1970년 이루어진 우수한 학습자의 특성 연구에

서 시작되었다.성공 인 학습자 연구는 기본 으로 어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

자들과 비교하여 더욱 성공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Sterm,1975).연구의

은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 략의 목록을 구성하는데 있었다.즉

우수한 학습자들에게서 배울 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기술이나 학습

략을 찾아내고자 노력하 다.일반 으로 어떤 학습자들은 더욱 성공 이며,이

런 성공 인 우수한 학습자들은 종종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는

다른 략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O'Malley와 Chamot(1985)

O'Malley와 Chamot(1985)은 인지이론에 이론 인 바탕을 두고 학습 략을

정보처리가설로 설명을 해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주로 학습 략에

을 두고 략들을 분류하 다.그들이 제시한 범주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는

상 인지 략으로 학습을 계획하고,학습이 일어날 때 그 과정에 해서 생각

하고 자신의 발화와 이해에 해 감시하며 활동이 끝난 후 학습을 평가하는

략이다.둘째 인지 략은 특정 학습 과업에 좀 더 국한되는 것으로 학습 자료

그 자체를 명시 다루는 문제에 한 것이다.셋째 사회·정의 략은 의미

달을 해서 타 하는 활동들을 포함하는 사회 재활동이나 다른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과 련된 것이다.학습 략의 분류 내용은 다음 <표II-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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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략 정의

상

인

지

선행조직자
학습할 자료의 주요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미리 짚어보거나 구

성 원리에 의한 텍스트를 충 훑어보기

유도된 집 주의를 기울일 학습 과제와 그 지 않을 내용 미리 결정하기

기능 계획
앞으로 닥칠 언어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언어 요소 계획

하고 시연해보기

선별 집
언어 입력의 세부 내용을 살피기 해서 핵심어,개념,언어

표시를 면 히 살피기

자기 리 학습을 돕는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들을 하게 배열하기

자기 감시
듣기,읽기 이해정도 확인/말하기 는 쓰기 산출물의 정확

성, 성 검하기

자기 평가 언어 학습의 결과물을 표 에 비추어 검하기

지연된 발화 듣기를 통한 학습을 해서 말하기를 의식 으로 연기하는 것

인

지

참고자료

활용
목표어로 된 자료 이용(사 ,백과사 ,교재 등)

반복 언어 본보기 모방하기,외 인 연습,내 시연

분류 어휘,용어,개념들을 속성,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연역
제2언어를 이해하거나 표 하기 해 규칙 응용하기/언어 분석

에 근거하여 규칙 만들기

형상화
새로운 정보 이해나 기억을 해서 시각 ,정신 ,실제 이미

지 활용하기

청각 표시 어휘,구 는 보다 긴 언어 연속체의 소리를 염두해 두기

핵심어 기법

제2언어의 새로운 어휘를 기억하는 방법

(1)모국어 내에서 새로운 어휘와 음이 비슷하거나,닮은 어휘

확인하기 (2)모국어의 동음이의어와 새로운 어휘와의 계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형상 만들기

정교화
새로운 정보를 기억 내에 있는 사 지식에 련시키거나 개인

으로 의미 있는 련짓기

이
이해와 발화를 돕기 한 이 의 언어지식 는 개념 지식

사용하기

추론
새로운 항목의 의미를 추측,결과를 측,부족한 정보 보충을

해 쓸모 잇는 정보 활용하기

요 기록
듣기 는 읽기 과정에서 얻어진 심개념, 요사항,요약 등을

언어 ,도식 ,혹은 수 형태로 어놓기

요약
듣기나 읽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정신 ,구두 ,문자

으로 요약하기

<표 II-1>O'Malley와 Chamot(1985)의 학습 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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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명시 략

I.기억 략

(Memory

strategies)

A.머릿속에서

련짓기

1.분류하기

2.연상하기/다듬기

3.새 어휘를 맥락 속에 넣어보기

학습 략 정의

인

지

재조합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함으로써 의미

있는 문장 는 보다 큰 언어의 단 만들기

번역 제2언어를 이해하고 발화하기 해 모국어를 사용하기

사

회

정

의

명료화 한

질문

교사나 동료로부터 부가 설명,풀어 말하기, 시 등을 얻어내

는 것

동

구두 는 쓰기 수행에서 문제 해결,정보 공유,학습 과제

검,언어모형 제작 는 피드백을 얻기 해 한 사람 이상의 동

료와 력하는 것

나.Oxford(1990)

Oxford(1990)는 학습 략 연구에 있어서 가장 체계 이고 범 한 분류체

계를 이룩하 다.Oxford는 언어 학습 략을 크게 여섯 가지 유형의 략으로

나 고 다시 63개의 하 략을 세부 으로 제시하 다.언어 학습 략 사용

에 한 표 화 된 설문도구(SILL: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도 개발하 다.Oxford의 이 분류체계는 그 후의 많은 연구에 기 이

되고 향을 미쳤다.Oxford는 의사소통과 학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

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학습 략 이라는 큰 체제 안에서 의사

소통 략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략 분류 체계를 제시하 다.학습 략의 분류

는 크게 직 략과 간 략으로 나뉘는데,직 략은 새로운 정보를 기억

하고 검색하는 기억 략,언어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인지 략,부족한 언어 지

식이 있을 때,이를 메우며 언어를 사용하는 보상 략으로 구성된다.간

략은 학습 과정을 리하는 상 인지 략,감정을 조 하는 정의 략,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학습하는 사회 략으로 구성된다.학습 략의 분

의 자세한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Oxford(1990)의 학습 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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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미지,소리

이용하기

1.이미지 이용하기

2.의미지도 그리기

3.핵심어 이용하기

4.기억 내에 소리를 새겨 넣기

C.복습하기 1.체계 으로 복습하기

D.동작 이용하기
1.신체 반응,감각 사용하기

2.기계 기술 사용하기

II.인지 략

(Cognitive

strategies)

A.연습하기

1.반복하기

2.음성,쓰기 체계를 가지고 연습하기

3.고정표 ,패턴 인식하고 이용하기

4.재구성하기

5.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습하기

B.메시지 주고받기
1.신속히 개념 악하기

2.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참고자료 이용하기

C.분석,추론하기

1.연역 으로 추론하기

2.언어표 분석하기

3. 조 으로 분석하기

4.번역하기

5. 이시키기

D.입,출력 구조

형성하기

1.메모하기

2.요약하기

3. 요 어휘 강조하기

III.보상

략

(Compensa

-tion

strategies)

A.지능 으로

추측하기

1.언어 단서 사용하기

2.비언어 단서 사용하기

B.말하기,

쓰기에서의 부족함

극복하기

1.모국어로 환하기

2.도움 청하기

3.몸짓 사용하기

4.의사소통을 일부 는 부 회피하기

5.주제 선정하기

6. 달문 조정 는 략 추측하기

7.새 어휘 만들기

8.동의어 는 우회 표 사용하기

PartII.암시 략

IV.상 인지 A.학습에 집 하기 1. 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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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Meta-

cognitive

strategies)

2.주의 집 하기

3.발화를 늦추고 듣기에 집 하기

B.학습 계획,

조정하기

1.언어 학습에 해 알아보기

2.조직하기

3.목 과 목표 세우기

4.언어학습을 한 계획 짜기

5.연습기회 찾기

C.학습 평가하기
1.자기 모니터 하기

2.자기 평가하기

V.정의

략

(Affective

strategies)

A.불안감 낮추기

1. 진 긴장 완화,심호흡,명상 이용하기

2.음악 이용하기

3.웃음 이용하기

B.자아 격려하기

1. 정 인 말하기

2.지혜롭게 모험하기

3.스스로에게 보상하기

C.감정 다스리기

1.자기 몸에 귀 기울이기

2.체크리스트 이용하기

3.언어 학습 일기 쓰기

4.타인과 자기감정에 해 토론하기

VI.사회

략

(Social

strategies)

A.질문하기
1.명확성 는 확인을 요청하기

2.수정을 요청하기

B. 동하기
1. 래와 력하기

2.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력하기

C.타인에게 감정

이입하기

1.문화 이해력 높이기

2.타인의 생각과 감정 인식하기

다.Schmitt(1997)

Schmitt(1997)는 Oxford(1990)의 학습 략 어휘와 계있는 사회 략,

기억 략,인지 략,상 인지 략을 참고로 어휘 학습 략을 크게 의미 발

견 략과 어휘 통합 략으로 분류하 다.

의미발견 략을 다시 살펴보면,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할 때 그 의미를

알아내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미발견 략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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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의미결정 략과 타인의 도움을 빌어 모르

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사회 략,두 가지로 나뉜다.

어휘 통합 략은 학습자가 한번 배운 어휘를 기억 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돕는 사회 략,새로운 정

보를 학생들이 기억하고 검색해 내도록 도와주는 기억 략,어휘를 공부하기

한 되풀이와 기계 인 방법을 포함하는 인지 략, 반 인 학습과정을 개

하여 자신의 학습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상 인지 략,이 게 네 가지 유형으

로 나뉠 수 있다.그럼 각 략 유형을 구분해주는 개별 략을 자세히 알아보

겠다.

사회 략은 짝이나 그룹 등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 학습한 어

휘를 연습,기억 재상하는 략이다.이러한 상호 력을 통한 학습은 참가자

의 동기를 유발시키며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가 활동을 비할 수 있다는 이

을 가지며 교사의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언어를 사용

하고 조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기억 략은 어휘를 이미지화 하거나 련된 어휘들을 그룹 짓기를 이용하여

새로 학습한 어휘와 이 에 학습한 어휘를 연 시키는 략이다.그리고 기계

인 암기가 되지 않도록 단어를 유의하게 조작하는 략이기도 하다.

인지 략은 의미를 조작하는 기억 략과는 달리 반복이나 기계 인 방법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는 략이다.일반 으로 쓰기반복이나 구술반복이 많이 쓰

이며 세계 부분 지역에서 학습자들이 공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Schmitt,1997).이 외에도 수업시간에 필기하기,교과서 단어 목록 활용하기,

래쉬 카드 사용하기 등의 략이 있다.

상 인지 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고 평가하기 해 사용하거

나 학습과정에 한 개요를 갖기 해 사용하는 략이다.이것은 효과 인 학

습과 련된 폭넓은 략들이다.목표어를 효과 으로 학습하기 해서는 목표

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요한데,상 인지 략은 그 노출의 기회를 많이 갖

기 해 쓰이는 략이라고 할 수 있다.

Schmitt(1997)의 어휘학습 략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II-3>과

같다.본 연구자는 이 분류를 근거로 어휘학습 략 설문항목에 인용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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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의

유형
어휘 학습 략의 내용

발견 략

A.

결정 략

1.그림이나 동작 단서로 의미 추론하기

2.문맥이나 상황,인과 계 등으로 의미 추론하기

3. 한사 을 찾아보고 의미 알아내기

4. 사 을 찾아보고 의미 알아내기

5.그림 카드나 어휘 카드를 찾아 의미 알아내기

6. 어 어휘장을 찾아보고 의미 알아내기

7.어휘의 어근이나 사를 보고 의미 추론하기

8.모국어와 응 혹은 비교해보며 의미 추론하기

9.배경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의미 추론하기

10.어휘의 품사나 문장 성분을 보고 의미 추론하기

B.사회

발견 략

1.타인에게 질문하여 의미 알아내기

2.타인과 력하여 의미 알아내기

통합 략

A.

기억 략

1.의미와 함께 철자 학습하기

2.시각 표시나 색칠을 하며 학습하기

3.의미를 나타내는 핵심 부분을 찾아 학습하기

4.어휘의 어근과 사를 찾아 학습하기

5.발음의 이미지를 어휘의 의미와 연 지어 학습하기

6.의미를 기호나 그림,이미지,장면으로 연상하며 학습

하기

7.의미를 얼굴이나 몸으로 신체 표 하며 학습하기

8.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을 함께 학습하기

9.학습한 어휘를 어구나,문장,짧은 로 만들어보기

B.

인지 략

1.의미나 철자 등 어휘 정보를 반복 으로 쓰기

2.어휘 정보를 쓰지는 않고 반복 으로 생각하기

3.어휘 정보를 보면서 반복 으로 말하기

4.어휘 정보를 반복 으로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

5.두 가지 이상의 반복하기 방법으로 학습하기

6.어휘장이나 어휘 목록,정리 노트 만들기

7. 어 그림 카드나 어휘,문장 카드 만들기

8.어휘 카드나 라벨을 부착해서 반복 으로 보기

9.녹음하면서 어휘 학습하기

10.품사,문장 성분과 연계하기

다.

<표 II-3>Schmitt(1997)의 어휘학습 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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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의

유형
어휘 학습 략의 내용

통합 략

C.

상 인지

략

1. 어 노래나 화,연자 신문으로 어휘 학습하기

2.학습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기

3.의도 으로 모르는 어휘는 그냥 넘어가기

D.사회

통합 략

1.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거나 력하며 학습하기

2.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어휘 학습하기

4.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련된 어휘학습 략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Rubin(1975)이 성공 인 외국어 학습자는 여러 가지 학습 략을 사용하는 반

면 외국어를 제 로 학습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습 략을 별로 사용하지 않

는다는 것을 밝 냈고,Stern(1975)등의 학자들도 성공 인 외국어 학습자가 이

용하는 략을 밝 Rubin(1975)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이러한 학자들의 연

구이후에도 학습 략과 제 2언어 학습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정 인 상

계가 입증되었다.성공 인 학습자의 학습 략을 연구하는 것은 효과 인 외국

어 학습에 많은 시사 을 다.Oxford(1990)는 성공 인 학습자는 알지 못하는

어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어휘들을 사 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추측’을 실행한다고 밝혔다.Park(2001)은 한국 EFL 학습자의 어휘

략 연구에서 한국 학습자들은 어휘를 증가시키는 략으로 원어민 화자와의

에 의한 언어 사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주로 어휘 목록장이나

사 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일반 으로 학습 략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그러

나 학습 략은 학자에 따라 조 씩 표 과 주안 을 달리하며 정의되었으나

차 학습자가 학습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취하는 의식 이거나,

반 의식 혹은 무의식 인 일련의 인지 ,정의 ,사회 ,그리고 행동 활동

들을 모두 포 하는 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정렬,2002;Cook.2001).

따라서 어휘학습 략은 학습 략 에서 특별히 어휘라는 특정한 역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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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깊게 련된 것이라고 정의된다(Schmitt,1997).어휘학습 략은 학습 략의

하 유형 하나이다.

임수진(2007)의 연구는 등학생의 어 어휘 학습 략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

다.본 연구자 한 이 논문의 설문지를 인용하여 어휘 략 설문을 실시하

다.다음으로 어휘 학습 략과 학습자 변인과의 계를 분석하고,어휘학습

략의 유용성을 어휘력 향상 측면에서 검증한다.

연구결과 등 어 학습자들은 모르는 어휘를 의미를 발견하기 하여 친

구나 부모,형제,선생님께 질문하는 사회 발견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둘째,학습한 어휘를 기존의 어휘지식과 효과 으로 결합하고 체계 으로 장

하며 히 재생하기 하여 인지 인 어휘 통합 략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셋째,어휘의 형태 지식을 사용하는 략은 일반 으로 등학생에게 친숙하

지 않은 략이라고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사용은 하고 있다.넷째,어휘통합

략의 사용에서 인지 략과 함께 어휘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기 략과 의

도 으로 모르는 어휘는 학습의 지속을 하여 넘어가기 략의 사용도 다른

어휘학습 략에 비해 자주 사용되었다.다섯째 등학생들의 사회 특성은 어

휘의 의미발견 뿐만 아니라 효율 인 장과 기억을 한 통합 략에서도 상

당한 향을 주었다.그러나 학생들이 특정한 유형의 략만 고수하는 것이 아

니라 상황과 목 ,학습해야할 어휘의 특성 등에 따라 자신에게 보다 효과 인

략을 탄력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요할 것이다.

김지 (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 3학년을 상으로 어휘 평가 테스트를 통

해 어휘력을 평가하여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설문을 통하여 학교 학

생들의 어휘 학습에 한 인식 어휘 학습 략을 알아보았다.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략과 어 능력 어휘 능력과의 계와 집단

간 어휘 학습 략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우리나라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학습

략은 범주별로는 기억강화 략에 해당되는 인지 략이었으며,다음으로 상

인지 략,기억 략,결정 략,의미발견 략의 사회 략,기억강화 략의

사회 략 순으로 나타났다.둘째,어휘 학습 략과 어휘 능력의 상 계는

의미발견 략의 결정 략과 기억강화 략의 상 인지 략이 정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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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어 어휘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러한 략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셋째,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학습 략 사용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의미발견 략의 사회 략과 기억강화 략의 상 인지 략의 사

용에서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배미 (2010)의 연구는 등학교 5학년 학생의 어휘학습 략 사용 실태를 알

아보고,7차 교육과정 구성 체제에 합한 어휘학습 략을 설계하여 실험 수업

을 시행한 후 어휘 학습 략 지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본

인의 연구도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하고 있어 이 시기의 학생들의 특성에

주목하여 논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첫째, 등학교 5학년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어휘 학습 략을 분

석해 본 결과 3차시에 어휘학습 략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체 어

휘 학습 략 인지 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둘째, 등학교 5학년 학생

들은 사회 발견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인지 략의

경우는 반복 학습하기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셋째,어휘 학습 략 수

업과 일반 인 수업을 용한 집단 사이에 어휘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학습 내용과 어휘 학습 략을 통합하여 명시 으로 지도한 집단

이 일반 인 수업을 용한 집단보다 평균 수는 높았으나,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넷째,어휘 학습 략 수업이 어휘 학습 략 사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어휘 학습 략 지도를 실시한 실험반이

비교 반에 비해 략 사용이 뚜렷하게 증가 하 으며,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다섯째 실험 반을 어휘 능력에 따라,상,하 두 집단으로 나 어

수 별 어휘학습 략 사용 변화를 알아본 결과 상 집단의 경우 결정 략,

인지 략 사용이 크게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고학년을 상으로 어떤 어휘학습 략

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학습 략에 해서 분석하고 있다.

한 학교를 상으로 한 연구와 등학교를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매

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각 발달단계 따라 합한 략이 다르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8 -

한 어휘 학습 략을 수업에 용하는 방법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서 다양한 어휘학습 략을 용할 수 있는

한 학습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자는 먼 , 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5학생 학생들을 상으로 선정하여 어 어휘 학습 략

사용 실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 학생들의 어휘 학습 략 사용과 어휘력,

학업성취도 사이에 어떤 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끝으로 선행연구들에

서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한 어휘학습 략을 사용할 수 있는 합한 학습 방법

에 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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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년 5학년

남 130

여 128

계 258

III.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인 등 어 학습자의 어휘학습 략 사용 실태와 어 어휘

력, 어 학업성취도와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구체 인 연구방법을 연

구 상,측정도구,연구의 기간 차 순으로 기술했다.

1.연구 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O 등학교 5학년 8개 반,남학생

130명,여학생 128명 총 258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표 III-1>연구 상 분석

258명 학생 원에게 2010년 7월에 어휘 략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

휘능력 테스트 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 다.

한 학기 동안 8개 반 6개 반의 학습자들은 본 연구자가 어를 가르쳤다.

나머지 2개 반도 같은 어 교과 내용을 배우며,평소 자료나 평가를 본 연구자

가 제공하 다. 어 능력 측정의 도구로서 사용된 평가 한 본 연구자가 참고

로 한 평가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실시하고 그 수를 기 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사 변인 투입된 자료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않은 비교

동일한 학습 환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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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어휘학습 략 사용을 악하기 한 어휘학습 략

설문지,어휘력 평가와 어 학습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패키지 SPSS 12.0 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으며 통계 유의 수 은 p<.01에서 결정하

다.연구 문제 검증은 문제에 따라 빈도분석,독립표본 t검증,분산분석이 용

되었다. 한 략 사용과 어휘력,어휘력과 어 학업성취도, 어 학업성취도

와 어휘 략 사용 간의 상 계(ANOVA)를 분석하 다.

가.어휘학습 략 설문지

어휘학습 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구분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

들 모두는 크든,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Oxford의 분류 시스템에 기

본을 두고 있다.본 연구자는 많은 어휘 학습 략 에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략 분류를 택하여 이에 따른 설문을 실시하 다.

Schmitt(1997)는 Oxford(1990)의 학습 략 어휘와 계있는 사회 략,

기억 략,인지 략,상 인지 략을 참고로 어휘 학습 략을 크게 어휘발

견 략과 어휘 통합 략으로 분류하 다.어휘발견 략에는 결정 략과 사회

략이 있다.어휘강화 략에는 기억 략,인지 략,상 인지 략,사회

략이 있다.

임수진(2007)의 설문지를 조 수정하여 어휘학습 략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의 응답은 리커트 5단계 척도를 사용하 다. 간에 품사, 두, 미사라

는 용어가 들어간 문항에는 자세한 설명을 보기로 제시 하 으며 이해를 잘 하

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었다.

역별 설문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할 때 그 의

미를 알아내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미발견 략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학

습자 본인이 직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의미결정 략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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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발견 략 -결정 략 설문내용

설문 1 그림이나 동작을 보고 어휘의 뜻을 알아낸다.

설문 2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어휘의 뜻을 알아낸

다.

설문 3 모르는 어휘의 뜻을 한사 을 사용하여 알아낸다.

설문 4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사 으로 뜻을 알아낸다.

설문 5
모르는 어휘의 두사나 미사,어근을 보고 그 뜻을

알아낸다.

설문 6
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어휘의 뜻을

알아낸다.

설문 7
모르는 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을 분석하여 뜻을 알

아낸다.

설문 9
체 이나 문장 속에서 모르는 어휘의 뜻을 유추하

여 알아낸다.

설문항목 발견 략 -사회 발견 략 설문내용

설문 8
모르는 어휘의 뜻을 선생님이나 친구 등 다른 사

람에게 물어 서 알아낸다.

설문 10
다른 사람과 력하여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알아

낸다.

<표III-2>결정 략 설문항목

다음으로 의미발견 략 타인의 도움을 빌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

내는 사회 략의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III-3>사회 발견 략 설문 항목

어휘 통합 략 학습자가 한번 배운 어휘를 기억 장할 때 사용하는

기억 략의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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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통합 략 -기억 략 설문내용

설문 12 어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 련 지어 기억한다.

설문 13 어휘의 두사나 미사,어근을 함께 공부한다.

설문 14 뜻과 련된 기호,그림,이미지,장면 함께 상상한다.

설문 15 어휘의 뜻을 얼굴이나 몸으로 표 하며 기억한다.

설문 16 련된 다른 어휘들과 함께 공부한다.

설문 17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를 함께 공부한다.

설문 18 어휘를 어구,문장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한다.

설문 19 어휘를 짧은 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한다.

　설문항목 통합 략 -인지 략 설문내용

설문 11 낱개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서 기억한다.

설문 20
어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면서 기억한

다.

설문 21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하며 기억한다.

<표III-4>기억 략 설문항목

인지 략은 의미를 조작하는 기억 략과는 달리 반복이나 기계 인 방법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는 략이다.일반 으로 쓰기반복이나 구술반복이 많이 쓰

이며 세계 부분 지역에서 학습자들이 공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Schmitt,1997).이 외에도 수업시간에 필기하기,교과서 단어 목록 활용하기,

래쉬 카드 사용하기 등의 략이 있다.이 역의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III-5>인지 략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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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항목 통합 략 -인지 략 설문내용

설문 22 어휘장이나 어휘목록,요약정리노트를 만들어 기억한다.

설문 23 어 테잎으로 반복하며 듣고 말하며 기억한다.

설문 24
해당하는 물건이나 에 띄는 곳에 어카드 붙여 보이

게 하여 기억한다.

설문 25 자신이 공부한 것을 녹음하여 들으면서 기억한다.

설문 26 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을 공부한다.

　설문항목 통합 략 -상 인지 략 설문내용

설문 27 노래, 화,신문 등으로 어휘를 공부한다.

설문 28 어휘 공부 후 스스로 시험을 본다.

설문 29 간에 어휘를 몰라도 추측하며 끝까지 이어간다.

상 인지 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고 평가하기 해 사용하거

나 학습과정에 한 개요를 갖기 해 사용하는 략이다.이것은 효과 인 학

습과 련된 폭넓은 략들이다.목표어를 효과 으로 학습하기 해서는 목표

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요한데,상 인지 략은 그 노출의 기회를 많이 갖

기 해 쓰이는 략이라고 할 수 있다.상 인지 략의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III-6>상 인지 략 설문항목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회 략의 설

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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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의

유형
어휘 학습 략의 설문내용

발견 략
A.

결정 략

1.그림이나 동작 단서로 의미 추론하기

2.문맥이나 상황,인과 계 등으로 의미 추론하기

　설문항목 통합 략 -사회 통합 략 설문내용

설문 30 외국인이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

<표III-7>사회 통합 략 설문항목

이 게 여섯 가지 역으로 나 어 30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하 다.원

래 분류 기 에서 제외한 6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먼 발견 략의 결정 략

' 사 을 찾아보고 의미 알아내기'라는 항목은 실 으로 등학생이

사 을 사용하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사 을 인터넷 사 으로 용

어를 바꾸어 사용하 다.

다음으로 통합 략 역에서 기억 략 항목 '발음의 이미지를 어휘의 의

미와 연 지어 학습하기'항목은 어와 한국어의 발음체계가 상이하므로 모

국어의 간섭 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단하여 생략하 다.

통합 략 역에서 인지 략 어휘 정보를 쓰지는 않고 반복 으로 생각하

기 항목은 등학생들이 주로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기인데 쓰기나 말하기

가 아닌 생각하기라는 다소 추상 인 방법으로 외우는 것이라고 단하여 제외

하 다.같은 역에서 그림카드나 어휘,문장 카드 만들기는 학습에서 실제로

교사가 많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자신들이 따로 할 필요성을 느

끼기가 쉽지 않고,다양한 어교재와 교구가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

하 다.

마지막으로 통합 략 사회 통합 략 역에서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

며 력하는 학습하기 항목은 타인과 력하여 의미 알아내기라는 다른 역의

항목과 비슷하여 제외하 다.이상 6개 항목들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항목과 의

미가 비슷하거나 등학생에게 합하지 않다고 단해서 빼고 실시하 다.이

게 재구성한 어휘 학습 략 설문의 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8>어휘학습 략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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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의

유형
어휘 학습 략의 설문내용

발견 략

A.

결정 략

3. 한사 을 찾아보고 의미 알아내기

4.인터넷 사 을 찾아보고 의미 알아내기

5.어휘의 어근이나 사를 보고 의미 추론하기

6.배경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의미 추론하기

7.어휘의 품사나 문장 성분을 보고 의미 추론하기

9. 체 이나 문장 속에서 뜻 추측하기

B.사회

발견 략

8.타인에게 질문하여 의미 알아내기

10.타인과 력하여 의미 알아내기

통합 략

A.

기억 략

12.의미를 나타내는 핵심 부분을 찾아 학습하기

13.어휘의 어근과 사를 찾아 학습하기

14.의미를 기호나 그림,이미지,장면으로 연상하며 학

습하기

15.의미를 얼굴이나 몸으로 신체 표 하며 학습하기

16. 련된 다른 어휘들을 함께 학습하기

17.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함께 학습하기

18.학습한 어휘를 어구나,문장으로 만들어보기

19.학습한 어휘를 짧은 에 포함시켜 공부하기

B.

인지 략

11.의미나 철자 등 어휘 정보를 반복 으로 쓰기

20.어휘 정보를 보면서 반복 으로 말하기

21.두 가지 이상의 반복하기 방법으로 학습하기

22.어휘장이나 어휘 목록,정리 노트 만들기

23.어휘 정보를 반복 으로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

24.어휘 카드나 라벨을 부착해서 반복 으로 보기

25.녹음하면서 어휘 학습하기

26.품사,문장 성분과 연계하기

C.

상 인지

략

27. 어 노래나 화,연자 신문으로 어휘 학습하기

28.학습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기

29.의도 으로 모르는 어휘는 그냥 넘어가기

D.사회

통합 략
30.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어휘 학습하기

나.어휘력 평가지

학생들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해서 Nation(1990)의 어휘지식 개념을 이론

토 로 하여 Vocabularysizetest를 실시하 다.이 어휘력 테스트는 어휘

문 학자인 PaulNation의 웹사이트(http://www.victoria.ac.nz/lals/staff/paul-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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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aspx)에서 bilingualKoreanversion을 다운 받아 실시하 다.

이 평가는 문항마다 어로 한 문장이 제시되며,그 문장을 읽고 문장 에

굵은 씨로 표시된 단어의 뜻을 우리말 보기 에 고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그 이다.

(1)see:Theysaw it.

a.잘랐다 b.기다렸다 c.보았다 d.시작했다

10문항씩 순서별로 10개 이상의 level세트가 존재하나 뒤로 갈수록 그 난이

도가 높아져서,그 First10과 Second10의 문제를 선택하여 총 20문항으로

실시하 으며 100 으로 환산하 다.

어 어휘력 평가 결과는 체 학생을 어휘 능력별로 상 집단(25%), 집

단(50%),하 (25%)집단으로 나 었다.어휘력 평균 수가 45 으로 낮아서

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평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어휘력이 높은

상 권 학생들은 평균 12개 이상,즉 60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이다. 집단

학생들은 7～9개 항목을 맞았으며,하 권 학생들은 그 아래의 수를 기록하

다.

다. 어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상인 5학년 학생들이 1학기 동안 배운 어 교과 내용에 해서 듣기,

읽기,쓰기 세 가지 역에 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듣기 8문항 읽고 쓰기

17문항으로 4지 선다형 단답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으로 인디스쿨 사이트(http://www.indischool.com/indi20/home)에서

1학기 기말고사 문제지를 인용하여 실시하 다.평가 후에 25문항의 수를 100

만 으로 환산하 다.

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이 76.5 이 나왔다.상 집단의 학

생들은 88～100 사이의 수 분포를 보이며, 집단 학생들은 65～80 사

이의 수를,하 권 학생들은 그 이하의 수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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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간 연구 내용

연구주제 선정

계획

2009.09~

2010.02

▶ 연구 주제 선정

▶ 련 서 선행 연구 고찰

사 비
2010.03~

2010.07

▶ 연구 상자 선정

▶ 선행 연구 정리

▶ 학습 략 설문지 작성 수정,보완

▶ 어 학습 학업성취도 어휘력 평가지

작성

자료 조사

분석

2010.07~

2010.08

▶ 어 학습 학업성취도 어휘력 평가 실

시 결과 정리

▶ 학습 략 설문 실시 후 분석

자료 해석

결과 분석

2010.09~

2010.10

▶ 자료 분석 해석 정리

▶ 결과 분석 논의

3.연구기간 차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5학년 1학기 동

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먼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어 어휘학습 략에 한 선행연구들을 연구한 뒤 어 어휘학습 략 설문

을 7월에 실시하 다.이후 어 학습 학업성취도 평가 어휘력 평가를 순차

으로 2주 동안 실시하 다.

수집된 설문 자료에 해서는 빈도분석과 빈도별 우선순 를 매기고 각 략

항목에 한 t검증과 사용평균을 조사하 다. 어 어휘능력에 해서는 획득

수에 따라 능력별 상 , ,하 의 세 집단으로 나 고 어 어휘 략 사

용 간에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어학업성취도는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어

어휘능력 간의 각각 상 분석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어 어휘학습 략 사

용과 어휘력, 어학업성취도 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상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 다.결과에 한 몇 가지 시사 제안도 덧붙 다.지

까지의 연구 차 내용은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연구기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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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분석결과를 기술하고 논

의하고자 한다.첫째, 문제들을 검증하기 하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소 트웨어인 SPSS12.0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한다. 한 연구 문

제 문제에 따라 빈도분석,독립표본 t검증,분산분석 검증을 용되었다.어휘

략 사용과 어휘력, 어 학업성취도에 해서 서로 상 분석도 실시하 다.

1.어휘학습 략 사용 분석

가.어휘 학습 략 사용의 빈도 분석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재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어떤 어휘학습 략을 사

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이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 다.어휘학습 략의 사용 빈도 분석 결과,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어휘 학습 략들을 두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어휘학습 략의 사용

빈도 평균은 최소 2.12에서 최 3.69사이에 분포하 다.

역 별로 살펴보면 발견 략 결정 략에서는 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

기(54.8%),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알아내기(54.3%),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활용하기(60.4%)항목들의 사용 평균이 높았다.발견 략의 사회

발견 략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 서 알아보기(59.5%)항목이 높았다.

통합 략의 기억 략에서는 의미를 기호나,그림,이미지,장면으로 연상하며

학습하기(46.6.%)항목과 어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 연 짓기(31.8%),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기(31%)항목의 사용 평균이 높았다.

통합 략의 인지 략에서는 어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기(52%),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하기(40.3%),낱개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36%)항목의 사용평균이 높았다.통합 략의 상 인지 략에서는 어휘공부

후 스스로 시험해보기(40%), 간에 어휘를 몰라도 끝까지 이어가기(35.7%)항

목의 사용이 높았다.마지막으로 통합 략의 사회 통합 략인 원어민 선생님

과 함께 어휘 학습하기(39.6%)도 비교 높은 사용을 보 다.이상의 결과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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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유형
항목

1
( 사용

안함)

2
(조

사용)

3
(보통)

4
(자주

사용)

5
(매우 자주

사용)

평균
표

편차

발견

략

A.

결정

략

1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기

14

(5.4)

16

(6.2)

85

(32.9)

79

(30.6)

64

(24.8)
3.63 1.09

2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알기

21

(8.1)

27

(10.5)

70

(27.1)

88

(34.1)

52

(20.2)
3.48 1.16

3 한사 으로 알아

내기

56

(21.7)

43

(16.7)

64

(24.8)

54

(20.9)

41

(15.9)
2.93 1.37

4인터넷사 으로 알

아내기

77

(29.8)

43

(16.7)

56

(21.7)

50

(19.4)

32

(12.4)
2.68 1.40

5 두나사 미사,

어근으로 알아내기

56

(26.7)

39

(18.6)

59

(28.1)

38

(18.1)

18

(8.6)
2.63 1.28

6내가 아는 모든 정

보와 지식 활용

28

(10.9)

26

(10.1)

73

(28.3)

68

(26.4)

62

(24.0)
3.44 1.27

7어휘의 품사나 문

장성분을 분석하여

알기

36

(16.7)

34

(15.7)

73

(33.8)

40

(18.5)

33

(15.3)
3.00 1.28

9 체 이나 문장

속에서 뜻 유추하기

28

(10.9)

34

(13.2)

89

(34.5)

65

(25.2)

42

(16.3)
3.23 1.19

B.

사회

발견

략

8다른 사람에게 물

어 서 알아내기

17

(6.6)

19

(7.4)

68

(26.4)

76

(29.5)

78

(30.2)
3.69 1.17

10다른 사람과

력하여 알아내기

41

(15.9)

61

(23.6)

89

(34.5)

32

(12.4)

35

(13.6)
2.84 1.23

통합

략

A.

기억

략

12어휘의 핵심이 되

는 부분을 찾아

련짓기

39

(15.1)

51

(19.8)

85

(32.9)

47

(18.2)

35

(13.6)
2.97 1.25

13어휘의 두사,

미사,어근공부하기

47

(23.0)

38

(18.6)

63

(30.9)

39

(19.1)

17

(8.3)
2.71 1.25

14뜻과 련된 기호,

그림,이미지,장면

함께 상상하기

28

(10.9)

48

(18.6)

62

(24.0)

68

(26.4)

52

(20.2)
3.26 1.28

15어휘의 뜻을 직

얼굴이나 몸으로표

하기

78

(30.2)

67

(26.0)

76

(29.5)

18

(7.0)

19

(7.4)
2.35 1.19

16 련된 다른 어휘

들과 함께 공부하기

42

(16.3)

54

(20.9)

86

(33.3)

45

(17.4)

31

(12.0)
2.88 1.23

17같은 주제에 해당

하는 어휘들 함께

공부

39

(15.1)

54

(20.9)

85

(32.9)

45

(17.4)

35

(13.6)
2.93 1.24

18어휘를 어구,문장

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

45

(17.4)

73

(28.3)

80

(31.0)

32

(12.4)

28

(10.9)
2.71 1.21

더 자세히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어휘 학습 략 사용의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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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유형
항목

1
( 사용

안함)

2
(조

사용)

3
(보통)

4
(자주

사용)

5
(매우 자주

사용)

평균
표

편차

통합

략

A.

기억

략

19어휘를 짧은 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

62

(24.0)

73

(28.3)

65

(25.2)

34

(13.2)

24

(9.3)
2.55 1.25

B.

인지

략

11낱개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29

(11.2)

53

(20.5)

83

(32.2)

47

(18.2)

46

(17.8)
3.11 1.24

20어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기

22

(8.5)

25

(9.7)

77

(29.8)

59

(22.9)

75

(29.1)
3.54 1.24

21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

34

(13.2)

36

(14.0)

84

(32.6)

46

(17.8)

58

(22.5)
3.22 1.30

22어휘장이나 어휘

목록, 요약정리노트

만들기

57

(22.1)

51

(19.8)

69

(26.7)

44

(17.1)

37

(14.3)
2.82 1.34

23 어테잎으로 반

복 듣고 말하기

47

(18.2)

52

(20.2)

71

(27.5)

45

(17.4)

43

(16.7)
2.94 1.33

24해당하는 물건이

나 에 띄는 곳에

어카드붙여보기

86

(33.3)

78

(30.2)

58

(22.5)

20

(7.8)

16

(6.2)
2.23 1.17

25녹음하여 듣기
103

(39.9)

70

(27.1)

53

(20.5)

15

(5.8)

17

(6.6)
2.12 1.19

26어휘의 품사나 문

장성분 공부

42

(20.7)

36

(17.7)

73

(36.0)

23

(11.3)

29

(14.3)
2.81 1.29

C.

인지

략

27노래, 화,신문

등으로 공부

67

(26.0)

50

(19.4)

75

(29.1)

41

(15.9)

25

(9.7)
2.64 1.29

28어휘 공부 후 스

스로 시험보기

50

(19.4)

44

(17.1)

61

(23.6)

52

(20.2)

51

(19.8)
3.04 1.39

29 간에 어휘를 몰

라도 끝까지 이어가

기

31

(12.0)

45

(17.4)

90

(34.9)

51

(19.8)

41

(15.9)
3.10 1.22

D.

사회

통합

략

30외국인과 함께 공

부하기

57

(22.1)

46

(17.8)

53

(20.5)

52

(20.2)

50

(19.4)
2.97 1.43

나. 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학습 략 유형

어휘 략 사용에 한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등학생이 자주 사용하

는 어휘 학습 략의 항목별 우선순 를 매겨 보았다.

그 결과 1 는 사회 발견 략의 다른 사람에게 물어 서 알아내기(59.7%)

다.2 는 결정 략의 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기(55.4%)이다.3 는 결정

략의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알기(54.3%)이며,4 는 인지 략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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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기(51.9%)이다.5 는 결정 략의 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 활용하기(50.4%)이며,6 는 기억 략의 뜻과 련된 기

호,이미지,장면 상상하기(46.5%)이다.7 는 결정 략의 체 이나 문장 속

에서 뜻 유추하기(41.5%)이며,8 는 인지 략의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하

기(40.3%)이다.9 는 상 인지 략의 어휘 공부 후 스스로 시험보기(39.9%)이

며,10 는 사회 통합 략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39.5%)이다.

다.논의

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략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첫째, 등

어 학습자들은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발견하기 하여 친구나 부모,형제,선

생님께 질문하는 사회 발견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이는 다른 선행연

구들과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다음은 그림이나 동작 단서로 의미 추론하

기 략과 문맥이나 상황,인과 계 등으로 의미 추론하기 략을 많이 사용하

다.이러한 결과는 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성인 학습자들에 비해 비

교 높은 타인 의존 성향을 가지고 있고,친구나 형제,부모님에 한 사회

친 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둘째, 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학습 략의 특성은 학습한 어휘를

기존의 어휘지식과 효과 으로 결합하고 체계 으로 장하며 히 재생하기

하여 인지 인 어휘 통합 략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인지 략

에서도 반복 략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어휘 학습의 보편 인 방법으로 정착

되어 있으나 등학생의 어휘 학습을 한 반복 략은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

로 사용되고 있었다.즉,어휘의 철자나 의미를 반복해서 쓰기(36%),반복해서

소리 내어 말하기(51.9%),여러 가지 반복하기 략을 학습 상황에 따라 히

동원하여 반복하기(40.3%),카세트에서 나오는 어휘를 반복해서 들으며 따라 말

하기(34.1%)와 같은 반복하기 략을 사용하 다.이것은 등학생들이 어 학

습의 기 단계로서 학습 방법에 한 호기심이 많고 자신에게 합한 학습

략을 찾기 하여 다양한 유형의 반복 략을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셋째,어휘의 형태 지식을 활용하는 략은 일반 으로 등학생에게 친숙하

지 않은 략이라고 받아들여진다.그러나 등학생들도 어휘 학습을 하여 어



- 32 -

략유형 략내용
학생수

(명)

비율

(%)

발견 략
사회

발견 략
B.사회 발견 략8
다른 사람에게 물어 서 알아내기

154 59.7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1
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기

143 55.4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2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알기

140 54.3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0
어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기

134 51.9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6
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 활용

130 50.4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4
뜻과 련된 기호,그림,이미지,장면함께 상

상하기

120 46.5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9
체 이나 문장 속에서 뜻 유추하기

107 41.5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1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

104 40.3

통합 략
상 인지

략
C.상 인지 략28
어휘 공부 후 스스로 시험보기

103 39.9

휘의 형태 핵심 부분,품사,문장 성분,어근이나 두사, 미사 등을 활용하

는 략을 사용하고 있었다.따라서 이제는 등학생에게 어휘의 내용뿐만 아니

라 형식에 한 필수 인 사항을 지도하고 학습에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을 정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넷째,어휘 통합 략의 사

용에서 인지 략과 함께 암기한 어휘의 목록을 스스로 평가하기 략과 의

도 으로 모르는 어휘는 학습의 지속을 하여 넘어가기 략의 사용도 다른

어휘학습 략에 비하여 자주 사용되었다.이 상 인지 략은 학습과정의 효율

성을 높여주고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요한 략 하나이

다.다섯째, 등학생들의 사회 특성은 어휘의 의미 발견뿐만 아니라 효율

인 장과 기억을 한 통합 략에서도 상당한 향을 주었다.학생들은 어휘

학습을 하여 친구나 부모,형제,선생님과 함께 어휘를 공부하는 략을 자주

사용하 다.좀 더 구체 인 어휘학습 략 사용 우선순 는 아래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학습 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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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유형 략내용
학생수

(명)

비율

(%)

통합 략
사회

통합 략
D.사회 통합 략30
외국인과 함께 공부하기

102 39.5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3
한사 으로 알아내기

95 36.8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11
낱개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93 36.0

통합 략
상 인지

략
C.상 인지 략29
간에 어휘를 몰라도 끝까지 이어가기

92 35.7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3
어테잎으로 반복 듣고 말하기

88 34.1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4
인터넷사 으로 알아내기

82 31.8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2
어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 련짓기

82 31.8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2
어휘장이나 어휘목록,요약정리노트 만들기

81 31.4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7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들 함께 공부

80 31.0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6
련된 다른 어휘들과 함께 공부하기

76 29.5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7
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을 분석하여 알기

73 28.3

통합 략
사회

발견 략
B.사회 발견 략10
다른 사람과 력하여 알아내기

67 26.0

통합 략
상 인지

략
C.상 인지 략27
노래, 화,신문 등으로 공부

66 25.6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8
어휘를 어구,문장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

60 23.3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9
어휘를 짧은 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

58 22.5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5
두나사 미사,어근으로 알아내기

56 21.7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3
어휘의 두사,미사,어근공부하기

56 21.7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6
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 공부

52 20.2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5
어휘의 뜻을 직 얼굴이나 몸으로표 하기

37 14.3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4
해당하는 물건이나 에 띄는 곳에 어카드

붙여보기

36 14.0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5
녹음하여 듣기

3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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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학생에 비해 사회 발견 혹은 통합 략

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성공 인 어휘학습을 하여 정 이다.

Vygotsky(1996)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도 학생들이 인지발달이나 언어 발달을

하여 사회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그러나 단순히 어휘의 의

미를 쉽고 편리하게 발견하기 하여 사회 발견 략을 사용하거나 학습 과정

의 즐거움만으로 통합 략의 사용에 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휘의

뜻을 모를 때마다 타인에게 질문하기 략을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학생들

이 특정한 유형의 략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 ,학습해야 할 어휘

의 특성 등에 따라 자신에게 보다 효과 인 략을 탄력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요할 것이다.

2.어휘능력과 어휘학습 략 사용 분석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등학생들의 어휘력을 알아보고,어휘능력과 어휘학습

략의 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이를 검증하기 해 먼 체 학생을 어휘

능력별로 상 집단(25%), 집단(50%),하 (25%)집단으로 나 었다.어휘력

평균 수가 45 으로 낮아서 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평가라는 결론을 내

릴 수 있었다.어휘력이 높은 상 권 학생들은 평균 12개 이상,즉 60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이다. 집단 학생들은 7～9개 항목을 맞았으며,하 권 학생들

은 그 아래의 수를 기록하 다.

다음으로 어휘 능력 집단별 어휘학습 략 사용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다음 <표 IV-3>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표 IV-3>어휘 능력별 어휘 학습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24 0.63

15.79 0.000***집단 87 2.91 0.60

하 집단 86 2.70 0.66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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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능력별 어휘 학습 략에 한 분산분석 결과,<표 IV-3>과 같이 어휘

력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어휘 능력별 집단에 따른 어휘

학습 략 사용에 해서 유의한 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특히

상 집단과 하 집단을 비교해보면,상 집단 학생들은 어휘학습 략의 사용

빈도가 평균 3.24임에 반해 하 권 학생들은 2.70으로 상 집단의 학생들이 어휘

학습 략 자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 권 학생들의 략 사용 빈도가

다소 소극 임을 알 수 있다.이는 어휘학습 략 사용의 양 자체가 어휘력과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어휘 학습에 성공하

기 한 략 사용을 많이 시도하도록 진할 필요가 있다.어휘학습 략의 사

용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해주고 자기주도 인 학습

을 개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것이다. 한 어휘력 수 에 상 없이 등학

생들이 효과 인 어휘학습을 하여 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가.어휘력과 어휘 발견 략 사이의 계 분석

Schmitt(1997)의 어휘학습 략은 크게 발견 략과 통합 략의 두 가지로 나

어진다.두 가지 역을 다시 6가지 략 유형별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발견 략과 어휘능력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서,어휘

능력별 세 집단에 따른 어휘 발견 략에 사용에 한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 다.

어휘력 능력별 어휘 발견 략에 한 분산분석 결과,어휘력 집단에 따른 어

휘 발견 략에 해서 상당히 유의한 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 집단의 학생들의 발견 략 사용 평균이 3.47임에 반해 하 집단의

학생들은 평균 2.88을 사용하고 있어,상 권 학생들이 하 권 학생들보다 발견

략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음 <표IV-4>는 그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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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어휘 능력별 발견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47 0.55

21.410 0.000***집단 87 3.13 0.61

하 집단 86 2.88 0.62

*** p<0.001 ** p<0.01 * p<0.05

발견 략은 다시 결정 략과 사회 발견 략의 2개의 하 역으로 나

어진다.각각의 역에 해 다시 검증해 보고자 한다.

1)어휘능력과 결정 략 분석 비교

첫째,어휘 능력별 집단에 따라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알아내기 한 결

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다.상 집단의 학생들이 결정 략을 다

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 다.세 집단의 결정 략의 사용 차이가

모두 유의하 지만 특히,상 집단과 하 집단의 략 사용을 그 양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 다.다음 <표IV-5>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IV-5>어휘 능력별 결정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57 0.72

27.147 0.000***집단 87 3.07 0.75

하 집단 86 2.75 0.70

*** p<0.001 ** p<0.01 * p<0.05

어휘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략을 사용하고,어휘의 의미를 발

견하기 한 직 인 단서뿐만 아니라 보다 인지 인 심도 있는 결정 략도

많이 사용하 다. 집단은 그림이나 동작 단서로 의미를 추론하는 비교

단순한 결정 략 유형만 자주 사용하 다.하 집단은 자주 사용한다고 단되

는 략이나 유형도 없었다.어휘력 능력 집단별로 결정 략을 사용하는 평균

을 다음 <표IV-6>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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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략 -결정 략
상

집단 집단

하

집단
F P

A.결정 략1 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기
3.94 3.61 3.35 6.648

0.002*

*

A.결정 략2 체 인 흐름과 앞

뒤 상황으로 알기
4.00 3.53 2.91

22.08

2

0.000*

**

A.결정 략3 한 사 으로 알아

내기
3.28 2.87 2.63 5.121

0.007*

*

A.결정 략4인터넷사 으로 알아

내기
2.87 2.68 2.49 1.605 0.203

A.결정 략5 두사나 미사,어근

으로 알아내기
3.23 2.41 2.11

16.61

3

0.000*

**

A.결정 략6내가 아는 모든 정보

와 지식 활용하기
3.94 3.41 2.97

13.95

8

0.000*

**

A.결정 략7단어의 품사나 문장

성분을 분석하여 알아내기
3.49 2.79 2.62

10.49

4

0.000*

**

A.결정 략9 체 이나 문장 속

에서 뜻 유추하기
3.84 3.11 2.74

21.42

9

0.000*

**

<표IV-6>어휘 능력별 결정 략 사용 평균

2)어휘능력과 사회 발견 략 사이의 계 분석

어휘 능력 집단에 따른 사회 발견 략의 차이를 분석하 다.그 결과 <표

IV-7>과 같이 집단에 따른 사용 차이는 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밝혔듯이 사회 발견 략은 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략이

기 때문에 어휘력의 차이가 략 선택에 결정 인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측된다.

<표IV-7>어휘 능력별 사회 발견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09 0.81

3.073 0.048*집단 87 3.37 0.72

하 집단 86 3.34 0.84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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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략 -사회 발견 략
상

집단 집단

하

집단
F P

B.사회 발견 략8 다른 사람에

게 물어 서 알아내기
3.81 3.86 3.41 4.019 0.019*

B.사회 발견 략10다른 사람과

력하여 의미 알아내기
2.38 2.87 3.27

12.18

9

0.000*

**

어휘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견 략은 학생들에게 다른 어휘 학습

략에 비하여 더욱 선호 되었다.어휘 능력별 발견 략 사회 발견 략

의 사용 계를 살펴보았다.그 결과는 다음의 <표IV-8>과 같다.

<표IV-8>어휘 능력별 사회 발견 략의 사용 평균

나.어휘 능력과 통합 략사이의 상 계 분석

두 번째로 어휘능력과 통합 략 사이의 계를 검증해 보았다. 어휘력 능력

별 어휘 통합 략에 한 분산분석 결과에서,어휘 능력별 집단에 따른 어휘

통합 략에 해서 유의한 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즉 상 집단

학생들의 통합 략 사용 평균이 3.12인데 반해 하 집단 학생들은 평균 2.61을

사용하고 있어,상 집단 학생들이 하 집단 학생들에 비해 통합 략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IV-9>는 어휘력 능력 집단별 어휘 통합 략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이다.

<표IV-9>어휘 능력별 통합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12 0.73

11.028 0.000***집단 87 2.80 0.68

하 집단 86 2.61 0.75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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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략은 다시 기억 략,인지 략,상 인지 략,사회 통합 략으로

나 어진다.이 4가지 역에 해 다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기억 략과 어휘력 사이의 계

어휘능력 집단에 따른 어휘 기억 략의 사용 차이를 분석하 다.분석 결과,

어 어휘력 능력 집단별로 어휘 기억 략의 사용 차이가 <표IV-10>과 같이

유의하 다.

상 집단의 학생들이 어휘 지식의 입력과 장을 통하여 정확하게 재생하기

하여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는 기억 략을 구체 으로 조사

다.기억 략은 어휘 통합 략의 하 략으로서 8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상 집단의 학생들은 두 가지 유형의 기억 략을 자주 사용하 다.즉,

어휘 철자를 의미와 함께 반복해서 쓰기와 어휘에 색칠을 하거나 기,동

그라미와 같은 특정한 시각 인 표시나 이미지 상상하기 략을 선호하 다.

집단의 학생들은 상 집단의 학생들이 자주 사용했던 어휘의 의미와 철자

를 함께 반복 학습하는 기억 략 한 가지만 자주 사용하 다.하 집단은 결정

략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략이 없었다.

<표IV-10>어휘 능력별 기억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05 0.92

7.083 0.001**집단 87 2.75 0.75

하 집단 86 2.58 0.82

*** p<0.001 ** p<0.01 * p<0.05

어휘력 능력 집단별로 자주 사용하는 기억 략의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

다.그러나 세 집단의 학생들이 기억 략 에서 철자를 반복해서 쓰는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이것은 등학생들도 다른 외국어 학습자와 마찬가

지로 어휘를 잘 기억하기 해서는 어휘의 철자를 아는 것이 상당히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우리나라 말과는 다른 어 어휘의 철자 학습에 어려움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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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략 -기억 략
상

집단 집단

하

집단
F P

A.기억 략12단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 련짓기
3.46 2.86 2.58

11.87

3

0.000*

**

A.기억 략13단어의 두사나

미사,어근 공부하기
3.14 2.52 2.37 8.209

0.000*

**

A.기억 략14 뜻과 련된 기호,

그림,이미지,장면 함께 상상하기
3.38 3.43 2.99 3.083 0.048*

A.기억 략15단어의 뜻을 얼굴이

나 몸으로 표 하기
2.51 2.23 2.33 1.188 0.306

A.기억 략16 련된 다른 단어들

과 함께 공부하기
2.99 2.98 2.67 1.820 0.164

A.기억 략17같은 주제에 해당하

는 단어를 함께 공부하기
3.14 2.90 2.77 2.024 0.134

A.기억 략18단어를 어구,문장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하기
2.96 2.64 2.52 3.096 0.047*

A.기억 략19 단어를 짧은 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하기
2.89 2.40 2.37 4.861

0.008*

*

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어휘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느끼는 필요와 요

구가 어휘의 철자를 반복하는 략 사용을 진한 것으로 보인다.어휘능력 집

단별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억 략의 사용 평균은 <표IV-11>과 같다.

<표IV-11>어휘 능력별 기억 략의 사용 평균

2)인지 략과 어휘능력별 사이 계 분석

어휘 능력 집단에 따른 어휘 인지 략의 사용 차이를 분석하 다.그 결과

<표IV-12>와 같이 상 집단과 집단,상 집단과 하 집단의 어휘 인지

략의 사용차이가 유의하 다.상 집단의 학생들은 효과 인 어휘 학습을 하

여 인지 략을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 다. 집단과 하

집단의 인지 략 사용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두 집단 모두 인지

략의 사용에 소극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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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략 -인지 략
상

집단 집단

하

집단
F P

B.인지 략11낱개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3.16 3.33 2.83 3.821 0.023*

B.인지 략20 단어를 반복해서 여

러 번 소리내어 말하기
3.88 3.49 3.26 5.750

0.004*

*

B.인지 략21두 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공부하기
3.60 3.22 2.86 7.209

0.001*

*

B.인지 략22단어장이나 단어목록,

요약정리노트 만들기
3.29 2.79 2.37

10.90

1

0.000*

**

B.인지 략23 어테잎으로 반복하

며 듣고 말하기
3.28 2.83 2.72 4.392 0.013*

B.인지 략24 해당하는 물건이나

에 띄는 곳에 어카드 붙여보기
2.32 2.15 2.23 0.440 0.645

B.인지 략25녹음하여 듣기 2.35 1.86 2.15 3.767 0.024*

B.인지 략26 단어의 품사나 문장

성분 공부하기
3.29 2.55 2.48 9.221

0.000*

**

<표IV-12>어휘 능력별 인지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14 0.81

9.260 0.000***집단 87 2.78 0.80

하 집단 86 2.61 0.86

*** p<0.001 ** p<0.01 * p<0.05

어휘 인지 략의 8가지 유형별로 어휘력 능력 집단별 사용 평균을 살펴보았

다.상 집단의 학생들은 기억 략보다 비교 다양한 유형의 인지 략을 사

용하 다.이것은 우수한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을 하여 다각도의 인지 인 노

력을 극 으로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복해서 어휘의 의미나 철자,어

휘 정보들을 반복해서 쓰거나 말하는 략과 어휘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학습

하는 략은 어휘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략이다.어휘 능력 집

단별 어휘 인지 략의 사용 평균을 살펴보면 <표IV-13>과 같다.

<표IV-13>어휘 능력별 인지 략의 사용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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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 집단의 학생들이 집단이나 하 집단의 학생들은 거의 쓰

지 않는 인지 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즉,우수한 어휘 학습자들은 어휘

의 내용과 함께 형식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른 어휘 학습에

략 으로 극 활용하고 있었다. 등학생들에게 어휘의 형태에 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유용하며 다른 어휘 학습에 용 범 가 큰 핵심 인 어휘 형성에

한 생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교육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3)상 인지 략과 어휘능력별 계 분석

어휘력 능력 집단에 따른 상 인지 략의 사용차이를 분석하 다.그 결과

<표IV-14>와 같이 어휘력에 따라 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상 집단의

학생들은 상 인지 략을 평균 3.17사용하는 것에 반해 하 집단의 학생들은

평균 2.66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어휘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 인

지 략을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상

인지 략이 어휘력 향상에 기여하는 요한 략 하나라는 을 짐작하

게 해 다.

<표IV-14>어휘 능력별 상 인지 략의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17 0.83

7.940 0.000***집단 87 2.95 0.84

하 집단 86 2.66 0.86

*** p<0.001 ** p<0.01 * p<0.05

어휘력 능력 집단별로 상 인지 략의 사용 평균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IV-15>와 같이 상 집단의 학생들이 다른 략에 비하여 자주 사용하는

략은 어휘를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를 실시해보는 략이었다.이 략은 어휘

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욱 유용한 상 인지 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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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략 -상 인지 략
상

집단 집단

하

집단
F P

C.상 인지 략27 노래, 화,신

문 등으로 공부하기
2.92 2.54 2.47 3.084 0.047*

C.상 인지 략28 단어 공부 후

스스로 시험보기
3.44 3.17 2.51

10.74

0

0.000*

**

C.상 인지 략29 간에 단어를

몰라도 추측하며 이어가기
3.15 3.15 3.00 0.440 0.645

<표IV-15>어휘력 능력별 상 인지 략 사용 평균

4)사회 통합 략과 어휘능력별 계분석

어휘력 능력 집단에 따른 사회 통합 략의 사용 차이를 분석하 다.그 결

과,<표IV-16>과 같이 어휘력에 따라 어휘학습을 한 사회 통합 략의 사

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어휘력이 낮은 하 집단의 학생들은 사회 통합

략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 으로 더욱 게 사용하 다.

<표IV-16>어휘 능력별 사회 통합 략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p

상 집단 85 3.35 1.45

5.447 0.005**집단 87 2.91 1.45

하 집단 86 2.65 1.32

*** p<0.001 ** p<0.01 * p<0.05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은 외국인과 통화하기 자체에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

질 수 있다.따라서 하 집단의 학생들에게 사회 통합 략을 안내하거나 지도

하고자 할 때는 력 학습이 가능한 최소한의 어휘지식을 학습하도록 한 후에

사회 통합 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휘 능력별 사회 통합 략의 사용평균을 분석해 보았다.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라는 이 항목은 특히 상 집단과 하 집단가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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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략 -사회 통합 략
상

집단 집단

하

집단
F P

D.사회 통합 략30외국인과 함

께 공부하기
3.35 2.91 2.65 5.447

0.005*

*

<표IV-17>어휘 능력별 사회 통합 략의 사용 평균

지 까지 두 번째 연구문제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어휘력과

어휘학습 략 사용 간에는 양의 선형 상 계가 존재하 다.어휘학습에 있어

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의식하고 보다 쉽고 성공 인 학습을 하여 략

을 극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가지 략 유형별 분산분석 결과,6가지 어휘학습 략 유형은 모두 어휘력

과 양의 상 계가 있었다.어휘학습 략 에서도 어휘력과 상 계가 높은

략은 결정 략이었다.다음으로 기억 략과 인지 략,사회 통합 략,상

인지 략,그리고 사회 발견 략의 순서 다.어휘력과 략 유형별 상

분석 결과를 <표IV-18>에 제시하 다.

<표IV-18>발견 략 유형별 어휘능력 상 분석 결과

　 발견 략 결정 략 사회 발견 략

어 휘 력

수

Pearson상 계수 0.366*** 0.411*** -0.154*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13

N 258 258 258

***p<0.001**p<0.01*p<0.05

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발견 략과 어휘력과의 계도 비례하고 있으

며 특히 결정 략의 사용과 어휘력 간에 높은 양의 비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사회 발견 략도 어휘력과 높은 양의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

나 사회 발견 략 서로 력하여 알아내기의 경우에는 특히 하 권 학생

들의 사용이 좋지 않아 다소 계가 약하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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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9>통합 략 유형별 어휘능력 상 분석 결과

　 통합 략 인지 략
상 인

지 략

사회 통합

략

어휘력 수

Pearson상

계수
0.273*** 0.215***

0.247**

*
0.242***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N 258 258 258 258

***p<0.001**p<0.01*p<0.05

어휘 학습 략의 사용이 등 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양의 상 계가 있

음이 검증되었다.따라서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략의 유형과 사용

특징은 어휘력이 낮거나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라.어휘력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어휘 학습 략 유형별 t검증

상 집단의 학생들이 하 집단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략 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구체 인 략을 찾기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다음 표는 어휘력 상 집단(상 25% 이상)과 어휘력 하 집단(하 25%

이하)이 세부 어휘 학습 략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어휘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세부 어휘 학습 략에 한 독립 t검정 분석을 실

시하 다.

먼 결정 략에 한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어휘 학습 략 유형별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8개의 역 에서 한사 으로 뜻 알아보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이는 상 집단의 학생들이 하 집단의 학생

들에 비해 결정 략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기,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알아내기, 두사나 미사,

어근으로 알아내기 등과 같은 결정 략의 내용을 하 집단의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지도한다면 학습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익히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어휘를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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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

상 집단 하 집단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결정

략

1 85 3.94 1.04 86 3.35 1.04 -3.730 0.000***

2 85 4.00 1.02 86 2.91 1.16 -6.516 0.000***

3 85 3.28 1.31 86 2.63 1.27 -3.317 0.001**

4 85 2.87 1.42 86 2.49 1.39 -1.780 0.077

5 79 3.23 1.34 61 2.11 1.03 -5.370 0.000***

6 85 3.94 1.19 86 2.97 1.15 -5.451 0.000***

7 79 3.49 1.36 60 2.62 1.19 -3.970 0.000***

9 85 3.84 1.06 86 2.74 1.13 -6.524 0.000***

어휘학습

략

상 집단 하 집단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사회

발견

략

8 85 3.81 1.16 86 3.41 1.30 -2.151 0.033*

10 85 2.38 1.23 86 3.27 1.18 -4.821 0.000***

<표IV-20>어휘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결정 략 t검증 결과

사회 발견 략에 한 상 집단과 하 집단의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다른

사람과 력하여 알아내기 략의 사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8번 항

목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은 이 시기의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도

움을 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 시

기의 발달 특성과도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반면 10번째 항목인 다른 사

람과 력하여 알아내기가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력하기 해서

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필요한데 하 권 학생들인 경우는 일방 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특히 친구들과 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

용도 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친구보다는 교사가 단계 으로 도움

을 주는 방법으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IV-21>어휘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사회 발견 략 t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기억 략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어휘의 핵심 부

분을 찾아 련짓기나 어휘의 두사, 미사,어근 공부하기 항목에서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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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

상 집단 하 집단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기억

략

12 85 3.46 1.20 86 2.58 1.20 -4.774 0.000***

13 77 3.14 1.27 60 2.37 1.16 -3.672 0.000***

14 85 3.38 1.34 86 2.99 1.28 -1.934 0.055

15 85 2.51 1.31 86 2.33 1.08 -0.981 0.328

16 85 2.99 1.22 86 2.67 1.20 -1.694 0.092

17 85 3.14 1.25 86 2.77 1.24 -1.964 0.051

18 85 2.96 1.28 86 2.52 1.16 -2.371 0.019*

19 85 2.89 1.38 86 2.37 1.12 -2.720 0.007**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등학교에서 지 껏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문법이라는 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상 권 학생들은 주로 학원이나 여러 사교육을 통해 이 부분의 어

휘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어휘를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하 집단의 학생들에게 굳이 두사나 미사,어근 등

의 용어를 설명하지 않더라고 필요할 때에 다양한 를 들어 이런 략이 있다

는 것을 소개한다면 이 학생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략이라고 생각한다.

<표IV-22>어휘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기억 략 t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간의 인지 략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두 가지 이상의 방

법으로 공부하기와 어휘장이나 어휘목록,요약정리노트 만들기라는 항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 집단의 학생들이 어 학습 시 교사가 보여주는 어휘뿐만 아니라 스

스로 공부하거나 사교육에서 배우는 어휘에 한 따로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

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그에 반해 하 집단 학생들은 단순한 반복

암기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교사가 간단한 어휘목록을 그림사

미니 북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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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

상 집단 하 집단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상 인

지

략

27 85 2.92 1.40 86 2.47 1.26 -2.221 0.028**

28 85 3.44 1.32 86 2.51 1.39 -4.456 0.000***

29 85 3.15 1.29 86 3.00 1.20 -0.805 0.422

어휘

학습

략

상 집단 하 집단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인지

력

11 85 3.16 1.19 86 2.83 1.24 -1.823 0.070**

20 85 3.88 1.24 86 3.26 1.32 -3.199 0.002**

21 85 3.60 1.24 86 2.86 1.29 -3.820 0.000***

22 85 3.29 1.39 86 2.37 1.17 -4.702 0.000***

23 85 3.28 1.34 86 2.72 1.33 -2.743 0.007**

24 85 2.32 1.19 86 2.23 1.20 -0.465 0.642

25 85 2.35 1.32 86 2.15 1.18 -1.051 0.295

26 76 3.29 1.45 60 2.48 1.14 -3.528 0.001**

<표IV-23>어휘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인지 략 t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간의 상 인지 략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3개의 항목

에 어휘공부하고 스스로 시험보기에서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 집단의 학생들이 어휘자체를 스스로 공부하는 차를 거치지 않아서

쉽게 용해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사실 등학교에서 어휘쪽지 시

험 등을 잘 보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노력을 스스로 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꼭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게임의 형태로 공부한 어휘들에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IV-24>어휘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상 인지 략 t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사회 통합 략의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외국인과

함께 공부하기라는 항목에 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 집단의 학생들이 외국인과 함께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

교육을 제외하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 집단의 학생들은 원

어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것에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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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략

상 집단 하 집단

　t 　p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사회

통합

략

30 85 3.35 1.45 86 2.65 1.32 -3.319 0.001**

***p<0.001**p<0.01*p<0.05

즉 원어민 선생님과 화하거나 물어보는 것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외국인과 공부하기에 한 심 ,정서 부담을 낮추고 말하기 듣

기만이 아닌 다른 여러 매체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단된다.

<표IV-25>어휘능력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사회 통합 략 t검증 결과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특히 결정 략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결정 략의 학습 략들을 하 집단의 학생들도 학습하여 쓸

수 있도록 교사가 소개하고 히 수정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우수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학습 략

의 분석에서 어휘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어휘 학습 략 자체를 많이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다면 같은 발달단계를 가진 상 그룹의 학생

들이 쓰는 략에 우선순 를 매겨 다른 학생들에게 용하는 것이 효율 인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어휘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략

30개 항목을 순 별로 3단계로 나 어 분석해 보았다.

먼 상 의 1 부터 10 까지의 항목을 살펴보면, 체 인 흐름과 앞뒤 상

황으로 알기,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 활용하기,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

기,다른 사람에게 물어 서 알아보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략은 단

순히 어휘 하나하나를 익히는 데에는 합하지 않다. 어도 한 단락 이상의

을 읽고 과 함께 다양한 그림정보 들을 제공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따라서

어 동화책을 활용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상 에 치한 여러 략들을 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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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유형 략내용
학생

수(명)

비율

(%)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2 체 인 흐름과 앞뒤 상황으로

알기
65 76.5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6내가 아는 모든 정보와 지식 활

용
58 68.2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1그림이나 동작보고 알아내기 57 67.1

발견

략

사 회

발견 략

B.사회 발견 략8다른 사람에게 물어 서

알아내기
55 64.7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9 체 이나 문장 속에서 뜻 유

추하기
55 64.7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0어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기
55 64.7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1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 44 51.8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7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을 분석

하여 알기
43 50.6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4뜻과 련된 기호,그림,이미

지,장면함께 상상하기
43 50.6

통합

략

상 인지

략

C.상 인지 략28어휘 공부 후 스스로 시험

보기
43 50.6

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표IV-26>어휘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략 1∼10

다음으로 11 부터 20 까지의 어휘학습 략을 살펴보면, 한사 이나 인터

넷 사 으로 알아보기, 두사나 미사 어근을 이용하여 어휘의미 알아보기 항

목들이 있다.이 략들은 지 까지 등학교 어시간에 자주 가르쳤던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략들이 학습자가 어

휘를 습득하는데 유용하다면 등학생들에게 한 방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속에서 충분히 소개하

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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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유형 략내용
학생

수(명)

비율

(%)

통합

략

사 회

통합 략

D.사회 통합 략30외국인과 함께 공부하

기
42 49.4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3 한사 으로 알아내기 39 45.9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5 두나사 미사,어근으로 알

아내기
39 45.9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2어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

아 련짓기
39 45.9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2어휘장이나 어휘목록,요약정리

노트 만들기
38 44.7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3 어 테잎으로 반복 듣고 말하

기
38 44.7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6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 공부 37 43.5

통합

략

상 인지

략

C.상 인지 략29 간에 어휘를 몰라도 끝

까지 이어가기
37 43.5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7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들

함께 공부
35 41.2

발견

략
결정 략 A.결정 략4인터넷사 으로 알아내기 34 40.0

<표IV-27>어휘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략 11∼20

마지막으로 21 에서 30 까지의 어휘학습 략을 살펴보면,쓰거나 말하면서

반복하여 외우기나 어휘나 어구를 간단한 문장이나 속에서 공부하기 등의

략이 있다.

어휘를 문장이나 속에서 공부하려면 어휘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

라 마찬가지로 한 단락 이상의 에서 어떤 상황과 함께 공부하고 략을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하 학생들이 무 기계 인 반복의 방법만 쓰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화나 노래,테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휘를 익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방법을 여러

가지로 용하여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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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유형 략내용
학생

수(명)

비율

(%)

통합

략

상 인지

략

C.상 인지 략27노래, 화,신문등으로 공

부
33 38.8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3어휘의 두사,미사,어근공

부하기
32 37.6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9어휘를 짧은 에 포함시켜 함

께 공부
30 35.3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11낱개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28 32.9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6 련된 다른 어휘들과 함께 공

부하기
28 32.9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8어휘를 어구,문장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
28 32.9

통합

략
기억 략

A.기억 략15어휘의 뜻을 직 얼굴이나 몸

으로 표 하기
16 18.8

발견

략

사 회

발견 략

B.사회 발견 략10다른 사람과 력하여

알아내기
15 17.6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5녹음하여 듣기 14 16.5

통합

략
인지 략

B.인지 략24해당하는 물건이나 에 띄는

곳에 어카드 붙여보기
13 15.3

<표IV-28>어휘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략 21∼30

어휘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학습 략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 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우수한 어휘 학습자들은 반 으로 자신의 어휘 학습에 다양한 유형의

략을 다수 사용한다.이들의 략 사용은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매

우 극 이다.따라서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표IV-21>에 제시된 상 의

략들을 먼 제시해주고 어휘 학습에 극 사용해 볼 것을 격려할 수 있다.

어휘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략이라는 에서 래 집단의

향을 많이 받는 등학생들은 더욱 높은 흥미와 심을 가지고 략사용을 시

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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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우수한 학습자들은 어휘 학습 략 에서 어휘 결정 략의 사용이 두

드러진다.단순하고 직 인 몇 가지 단서를 활용하는 결정 략과 함께 장

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나 정보를 재생하여 인지 으로 처리하고 추론하는 심도

있는 결정 략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이것은 상 집단의 학생들은 하 집

단의 학생들 보다 어휘의 의미 발견을 활발히 시도하며 다각도의 인지 노력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어휘 학습에 보다 성공 인 우수한 학습자들은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결정 략의 사용과 함께 효과 으로 학습하는 어휘 통합 략도 자

주 사용한다.특히,기억 략과 인지 략을 활발히 사용하고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상 인지 략과 원어민과 함께 상호작용하거나 력하는 사회 통합

략의 사용도 빈번하 다.이것은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이 하 집단의 학생들

보다 오히려 어휘 학습의 양이 많고 기본 인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확산 인

어휘 학습을 개해 나가는 학습 효능성이 질 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 으로는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짧은 시간이라도 어휘를 학

습할 시간을 지속 으로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한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은

어휘 학습에 한 흥미와 동기 자체가 낮거나 어휘 학습에 한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어휘 통합 략을 하나의 놀이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교사가 어휘학습 략을 언어유희와 창의 인 어 놀이로

지도할 때 어휘학습에 부정 인 정의 요소를 형성한 학생들은 보다 친근하게

략을 느끼고 극 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우수한 어휘 학습자들은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에 심이 높고

어근이나 두사 혹은 미사,품사와 문장 성분을 어휘 발견 략과 통합 략

의 사용을 한 수단으로 극 활용한다.더불어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이 매우

기본 이며 필수 인 어휘 형성에 한 보 인 지식이나 어휘의 일반 인 문

법 규칙을 학습하는 것은 유용하다.기 인 미사나 두사의 어원 의미

나 생어의 의미 형성,어휘와 어휘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어,품사에

의해 추론할 수 있는 어휘의 의미 정보 내용을 학습하기 하여 투입하는 시간

은 어휘력 향상 측면에서 충분한 교육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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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능력 간의 계

가.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 능력 사이의 계

세 번째 연구문제는 어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고,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능

력 사이에 어떤 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이를 검증하기 하여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력 간의 상 계를 조사해 보았다.먼 어 학업성취도 평

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이 76.5 이 나왔다.상 집단의 학생들은 88～100 사

이의 수 분포를 보이며, 집단 학생들은 65～80 사이의 수를,하 권

학생들은 그 이하의 수를 획득하 다.

어 학업성취도 평가와 어휘력 수간의 상 계는 상 분석 결과 어 학

업성취도 평가와 어휘력 수 간에 <표IV-29>에서 보여주듯이 상 계가 있

다.즉, 어 학업성취도 평가 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어휘력 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이 둘은 양의 상 계가 존재한다.

<표IV-29>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능력 간 상 분석 결과

어휘력 수

어 학업성취도

평가

Pearson상 계수 0.697***

유의확률 (양쪽) 0.000

N 258

***p<0.001**p<0.01*p<0.05

어휘력과 어 학업성취도가 양의 상 계가 있으므로 3월에 어 진단평가

를 시행함에 있어,어휘력 평가가 하나의 보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즉 기존의 어 진단평가는 듣기 평가 주의 음성언어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진단평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문자언어 부분을 어휘력 평

가를 통해 보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즉 그 학년에 합한 어휘수

에서 어휘력 평가를 본다면 음성언어에 비 을 많이 두는 재의 진단평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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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평가에서 문자언어의 비 을 높이고 음성언어,문자언어 둘 다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어휘학습 략,어휘능력 어 학업성취도 간의 계

분석

어 학업성취도와 어휘학습 략 사용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어 학업성취도 평가와 어휘 학습 략간의 상 계는 상 분석 결과

<표IV-30>에서 보여주듯이 어 학업성취도 평가와 어휘 학습 략 간에 양의

상 계가 있다.즉,어휘 학습 략 사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어 학업성취도

평가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 그 반 로 어 학업성취도 평가 수가 높

은 학생일수록 어휘 학습 략의 사용이 많다는 것도 의미한다.

<표IV-30> 어학업성취도와 어휘 학습 략 사용 간 상 분석 결과

어휘 학습 략

어 학업성취도

평가

Pearson상 계수 0.416***

유의확률 (양쪽) 0.000

N 258

***p<0.001**p<0.01*p<0.05

이상의 분석결과,어휘 략의 사용이 어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끼

치는 것이 검증되었다.따라서 학생들에게 상 학생이 자주 쓰는 어휘 략 자

체를 골고루 소개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 어휘학습 략의 사용은 어휘

력과도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따라서 유용성이 입증된

어휘학습 략을 학생들에게 효과 으로 가르칠 학습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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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 어휘학습 략의 효과 인 학습방법 연구

앞서 살펴 본 어휘 학습 략들을 학생들이 구체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읽기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 동화책을 활용한 읽기 교육은 앞뒤

상황이나 체 문맥 속에서 의미 알아내기나 그림 정보를 보고 뜻 추측하기 등

의 어휘학습 략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즉 설문

지의 어휘 략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효과 인 방법과 동시에 학생들이 자

연스럽게 어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다름 아닌 독서,즉 읽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읽기교육 에서 어동화책을 활용한 이야기 들려주기와 소리 내어 읽어주

기 활동은 외국어로서의 어를 배우는 EFL환경의 학습자들에게 어 동화책

이라는 소재를 통해 총체 이고 유의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어휘를 하게 하

고,이야기 듣기를 통한 언어 입력(languageinput)강화를 통해 말하기와 듣기

와 련된 음성 언어 역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어 동화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기 방식은 어동화책 속의 그림과 문자,그

리고 소리가 융화되어 어라는 언어에 노출된 기 학습자들에게 소리와 문자

의 연결은 물론 총체 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도와 궁극 으로는 학

습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학습 략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 동화를 활용한 Storytelling을 학습 방법으로 학습에

용할 수도 있다.Storytelling학습법은 어 어휘학습 략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박미자,2004).

먼 학생들의 상상력과 풍부한 간 체험을 제공하는 Storytelling은 학생들

에게 익숙한 문화 체험을 사용하여 학습과 지식의 이효과가 높아질 수 있

다.둘째,언어발달에서 보면 어린이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 경험을 갖지만 결

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총체 발달을 경험한다.즉 이야

기를 읽고 들으면서 이야기와 련된 어휘력,이야기 구조 이해력,문장력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셋째, 이야기는 의사소통의 목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고려되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화 언어

사용법을 보여 다.이야기 속에서는 언어가 구에 의해서 무엇을 구에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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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단할 수 있으므로 언어사용에 한 학습자의 상황

언어사용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학습 략을

직 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넷째, 실 인 언어 입력이 극히 제한된 EFL

상황에서 어 동화책은 어린이의 상상력까지 가미된 풍부한 언어입력 자료들

을 제공해주며 간 으로나마 풍부한 언어사용 환경에 노출시켜 수 있다.

다섯째,인지언어학 입장에서 교과서의 고립된 언어 표 들의 학습보다는 이

야기와 같은 흐름을 갖는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임을 지

지하고 있다.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장기 기억장치가 있는데,그 하나는 의

미 기억장치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화 기억장치이다(Sqire,1987).Oller(1984)

는 일화 가설을 통해 개별 인 항목들에 한 암기보다는 서로 연 된 이야

기 형태를 암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 임을 주장하 다.여섯째,이야기는 문법

구조를 인식하는데 향을 미친다.강 은(1997)은 이야기책을 통한 어 학습

은 학생들이 어와 련된 문법 올바른 어법을 아주 쉽게 즐기면서 습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하 다.일곱째 정서,사회성,사고력 발달에서 보면 이야기를

통한 언어학습은 단순한 언어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사회 배경지

식과 인지능력 창의성 발달에 향을 미친다. 한 어 학습에 이야기를 이

용하게 되면 학습자의 육감을 최 한 활용해 학습하게 된다.즉 학습자가 물건

의 이름을 어로 외울 때 그것을 만지고,보고,소리를 들으면 더 잘 외울 수

있듯이 학습자가 특정 물건 사건에 한 자신의 과 느낌을 연 지을

수 있을 때 더욱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Storytelling

은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을 주어 이해력과 논리력을 강화시킨다.

Vygotsky(1996)는 이와 같은 상상력이 언어발달과 직 인 연 이 있다고 하

다.언어는 상에 한 이미지 형성을 도와 학습자들이 실제로 본 도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이는 어휘를 기억할 때도 상상력이나

이미지와 연 이 되어 쉽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결국 이와 같은 장 들이 어휘학습 략을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에 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어 동화책을 활용한 읽기교육이 학습 방법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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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1요약 결론

본 연구 상은 등학교 5학년 258명의 학생들이었다.어휘학습 략 조사지

는 설문 조사지로서 Schmitt(1997)의 어휘학습 략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재

구성되었다. 어휘력 평가도구는 어휘 문 학자인 Nation의 Bilingual

VocabularySizeTest로 실시하 으며 어 학업성취도 평가도 실시하 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어떤 학

습 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학생들이 사용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 학습 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발견

략의 사용이 다소 많았는데 이는 등학생들의 발달특성과 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둘째,어휘학습 략의 사용과 어휘력간의 상 계를 분석해 본 결과

양의 상 계가 있어서 어휘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휘학습 략 자체를

많이 쓴다는 것을 검증하 다.셋째,어휘력과 어 학업성취도 간의 계를 분

석해 보았다.그 결과 이 둘 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검증 하 다.아울러

어 학업성취도와 어 어휘 학습 략 사용의 계도 분석해 보았다.이 둘

사이에도 양의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

요약하면 어휘 략의 사용이 어휘력과 어 학업성취도 신장에 정 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휘 략의 지도가 필요하며 한 이를

한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시사 제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통계 소 트웨어인 SPSS12.0을 통

하여 검증되었다.연구 문제 검증은 문제에 따라 빈도분석,독립표본 t검증,분

산분석,상 분석이 용되었다.본 연구의 결과는 어교수와 학습에 다음과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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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어휘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휘 략 에서 발견학습 략을 다소 많이

사용하는 편이나 체 으로 볼 때 어휘력과 어휘 략 사용의 양 자체가 유의

한 상 계가 있으므로 여러 어휘 략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둘째,어휘력평가와 어 학업성취도 간에 뚜렷한 양의 상 계

가 있으므로,학기 진단 평가 시,기존의 듣기 주의 평가와 더불어 읽기를

통한 어휘력 평가를 시행하여 문자언어 역에 한 부족부분을 보충할 수 있

을 것이다.셋째,학생의 실생활과 련된 어휘를 학습에 용함에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어 동화책을 활용한 읽기교육이

가장 합하며 효율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 세 번째 시사 에 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어휘 략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

이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름 아닌 독서,즉 읽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동화책을 활용한 이야기 들려주기와 소리 내어 읽어주기 활동은 외국어

로서의 어를 배우는 EFL환경의 학습자들에게 어 동화책이라는 소재를 통

해 총체 이고 유의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어휘를 하게 하고,이야기 듣기를

통한 언어 입력(languageinput)강화를 통해 말하기와 듣기와 련된 음성 언

어 역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어 동화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기 방식은 어동화책 속의 그림과 문자,그

리고 소리가 융화되어 어라는 언어에 노출된 기 학습자들에게 소리와 문자

의 연결은 물론 총체 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도와 궁극 으로는 학

습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학습 략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Storytelling은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풍부한 간 체험을 제공하여 학습과 지

식의 이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둘째,언어발달에서 보면 학습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총체 발달을 경험한다.즉 이야기를 읽고 들

으면서 이야기와 련된 어휘력,이야기 구조 이해력,문장력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셋째, 이야기는 의사소통의 목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언어가 사

용되는 상황이 고려되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화 언어 사용법을

보여 다.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학습 략을 직 용하여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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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넷째,인지언어학 입장에서 교과서의 고립된 언어 표 들의 학습보다는

이야기와 같은 흐름을 갖는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임을

지지하고 있다.다섯째,이야기는 문법 구조를 인식하는데 향을 미친다.강

은(1997)은 이야기책을 통한 어 학습은 학생들이 어와 련된 문법 올바

른 어법을 아주 쉽게 즐기면서 습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하 다.여섯째 정서,사

회성,사고력 발달에서 보면 이야기를 통한 언어학습은 학습자의 사회 배경지

식과 인지능력 창의성 발달에 향을 미친다. 한 어 학습에 이야기를 이

용하게 되면 학습자의 육감을 최 한 활용해 학습하게 된다.마지막으로

Storytelling은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을 주어 이해력과 논리력을 강화시킨다.

다음으로 읽기지도 방법의 실제에 해서 살펴보면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

다양한 어 동화책과 음운론 활동 련 자료 활용 방안이 구체 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재 교육과정의 내용 재구성을 통해 사용하는 어 동화책

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맞춘 것이 아니라 어휘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내

용과 수 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어 동화책을 활용하는 교사들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어 동화책을 선정하고 합성 유무를 단하고,내용

을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행 는 개정교육과정과 련

지어 학년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 기능 내용과 련되는 어휘와 구

문,문법 등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어 동화책을 창작하거나 각색하여 일선 교

사들에게 제공한다면 수많은 교사들의 시간과 노고가 약되면서도 이 보다

효과 인 읽기 교수 활동을 가능 할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작업은 뜻있는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단되어

진다.다만,활동을 하는 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토 로 교육청이나

국가 차원의 극 인 행정 ,재정 지원이 뒤따른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폭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읽기교육을 학습에 용함에 있어,매시간 이를 용하기는 어렵

겠지만 한 단원이나 두 단원에 한 차시 정도는 간단한 어 동화책 등을 갖고

읽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주제와 련된 어휘들을 다양한 학습 략을 이

용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는 한 등학생 어 교육에서 부족

한 읽기와 쓰기 부분도 보완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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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 동화를 활용한 Reading이나 Storytelling수업을 꼭 정규 어

교과 시간만 쓸게 아니라 재량 어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본인 한 올해 재량 어 시간에 어책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수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이런 수업이 특히 상 권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

다.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교사의 수정에 따라서 모든 수 의 학생들에게

한 방법과 략을 사용해 얼마든지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많은 분들이 어휘 학습지도의 구체 인 방법을 앞으로의 연구

할 과제로 많이 뽑고 있는데 이에 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수 방법

은 어책을 통한 Reading이나 Storytelling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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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imary English Learners' Vocabulary

LearningStrategies,LexicalCompetence& Proficiency

Cho,EunJu

MajorinElementaryEnglish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Jeju,KOREA

SupervisedbyProfessorHong,KyoungSun

Thisstudyattemptstofigureoutthestateofusing Primary school

learners'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lexicalcompetence,proficiencyandvocabularylearningstrategies.

To verify a hypothesis,Icarried outa survey on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avocabulary testandaproficiencytest.ThenIanalyzedthe

correlationamongthesethreeresearchtool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re are some frequent

differenceswhenusingvocabularylearningstrategiesamonglearners,but

learnersusevariousstrategies.Discovery strategiesareused morethan

other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This phenomenon relates to the

developmentalstage ofthis age's learners.Second,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sing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LexicalCompetencehaveapositivecorrelationwitheachother.Thatmeans

thatthehigherLexicalCompetencelearnerusesmorevocabulary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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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Third,the resultof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exical

CompetenceandProficiencyalsohavea strongpositivecorrelation.

Theresultsofthisstudy canbeusedtoprovideabettermethodfor

Englishteachers.First,thosewhohavehighlexicalcompetenceusealotof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lready.So teachers need to teach and

introduceeveryvocabularylearningstrategytoalllearners.Then,learners

canbeproperlyselectstrategiesthattheywant.Second,thereisa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xicalcompetenceandproficiency.Therefore lexical

competencetestcanimproveandcomplementtheproficiencytestaswritten

language.Third,to makethemostmeaningfullearning environmentfor

learningrealvocabularyandwhatlearnersneedthatpracticingreadingis

thebestandmosteffectivewaytoacquirebettervocabulary.

Keyword : English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lexical competence,

English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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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근 :어휘에서 뜻을 나타내는 핵심 인 부분

2) 두사 :어근 앞에 붙어서 어휘의 뜻을 만들어주는 부분 -‘un','ir',

'de','in','re'등

3) 미사 :어근 뒤에 붙어서 어휘의 뜻을 만들어주는 부분 -‘er','ness',

[부 록 1]어휘학습 략 설문지

어휘학습 략 설문지

년 ( )반 ( )번 이름( ) 남 □ 여 □

※ 다음은 모르는 어 어휘가 있을 때 그 뜻을 알아내는 방법에 한 조사

입니다.

1.어휘의 뜻을 모를 땐 함께 있는 그림이나 말하는 사람의 동작을 보고 알아낸

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어휘의 뜻을 모를 땐 체 인 흐름,앞 뒤 상황,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 알

아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3.어휘의 뜻을 모를 땐 한사 ( 어어휘를 한국말로 설명해주는 사 )을 찾

아 알아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4.어휘의 뜻을 모를 땐 인터넷 사 (Naver,Daum등 포털사이트의 사 )을 이

용해 알아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5.어휘의 뜻을 모를 때 어휘의 두사나 미사,어근을 보고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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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ng'등

‘rewrite'의 뜻을 모를 때 're'(다시) 두사가 어근 ’write'(쓰다)앞에 있으므

로 그 뜻을 ‘다시쓰다’로 추측한다.

‘player'의 뜻을 모를 때 ’er'(명사화) 미사가 어근 ‘play'뒤에 붙어 있으므

로 그 뜻을 ’운동선수나‘,’악기연주자‘등으로 그 뜻을 추측한다.

‘Thewolfhassharpteeth'라는 문장에서 ’sharp'의 뜻은 모르지만 늑 는 날

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므로 ‘sharp'를 ’날카로운‘이라는 뜻으로 추측한다.

‘IworkonSaturdaymorning'이라는 문장에서 ’Saturday'의 뜻을 모르지만

문자 ‘S'로 시작하고 있고 달력에서 본 이 있는 어휘로 주변에 있는 달력

을 보고 힌트를 얻어 ’토요일‘이라고 추측한다.

‘Thesistercooksjapchae'라는 문장에서 'sister'는 사 ’the'뒤에 있고 서술

어 역학을 하는 동사 ‘cook'(요리하다)의 주어이므로 사람명사의 뜻일 거라고

추측한다.

‘I'm cleverbutyou'restupid.'라는 문장에서 ’but'은 반 되는 내용일

쓰는 속사이므로 ‘stupid'의 뜻을 ’clever'( 리한)의 반 인 ‘어리석은’이

라는 뜻으로 추측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6.어휘의 뜻을 모를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나 지식들을 활용해 알아낸

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7.어휘의 뜻을 모를 땐 어휘의 품사,문장성문을 살펴보고 알아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8.어휘의 뜻을 모를 땐 다른 사람에게(선생님,친구,형제자매,부모님 등)물어

서 알아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9. 어책이나 긴 문장을 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체 이나 문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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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room'은 ’live'(살다)와 ‘room'(방)의 합으로 ’거실‘이라고 공부한다.

‘back'을 핵심으로 ’backward'를 뒤쪽이라고 공부한다.

‘rewrite'의 어휘를 기억할 때 're'(다시) 두사가 어근 ’write'(쓰다)앞에 있

으므로 re+write=rewrite‘다시쓰다’로 공부한다.

‘player'의 어휘를 기억할 때 ’er'(명사화) 미사가 어근 ‘play'(운동하다,연

주하다)뒤에 붙어 있으므로 play+er=player’운동선수나‘,’악기연주자‘로 공

부한다.

에서 뜻을 추측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0. 어책이나 문장을 읽다가 익숙하지 않은 어휘가 나올 때는 친구들과 의

하여 의미를 알아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다음은 어 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한 방법에 한 조사입니다.

11.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어휘의 낱개 자(철자,스펠링)을 여러 번 반복

해서 쓴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2.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어휘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 련을 짓는

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3.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어휘의 두사, 미사,어근을 찾아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4.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뜻과 련된 기호/그림/이미지/장면을 함께 상

상하거나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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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탁자)를 명시 그리거나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한다.

‘lean'(기 다)를 ﾉ처럼 간단한 이미지나 상징,기호로 나타내며 공부한다.

'shout'(소리치다)를 소리 지르며 외치는 장면을 상상하며 공부한다.

‘hungry'(배고 )를 배가 고 표정 짓기나 동작을 해보면서 공부한다.

‘scissors'(가 )를 손가락으로 가 질하는 동작을 해보면서 공부한다.

‘run'(달리다)는 명시 달려보고,'walk'(걷다)는 걸어보며 어휘를 공부한다.

‘happy-cheerful-glad'처럼 비슷한 어휘의 뜻을 함께 공부한다.

‘long-short/old-new'처럼 반 말을 함께 공부한다.

‘fruit-apple-pears-peach'처럼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함께 공부한다.

‘run-walk-fly-jump'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함께 공부한다.

‘box'를 공부할 때 ’onthebox'처럼 어구(말뭉치)도 함께 공부한다.

‘playthepiano'를 하나처럼 묶어서 동시에 ’피아노 치다‘로 공부한다.

‘Ilikesinging,'과 같이 ’sing'이 들어간 문장이나 을 함께 공부한다.

‘hunt'와 ’bear','rabbit'을 외울 때 ‘사냥꾼이 곰을 사냥하러 갔는데 토끼만 잡

아왔다’처럼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5.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어휘의 뜻을 명시 얼굴이나 몸으로 표 해 본

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6.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련된 다른 어휘들을 함께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7.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함께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8.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어휘를 어구,문장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19.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짧을 에 포함시켜 함께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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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잘 외우기 해 어휘를 잘 보면서 소리 내서 여러 번 말하거나 써보기

도 하고 혹은 카세트 이어로 녹음도 해보면서 최 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휘를 공부한다.

어휘를 잘 외우기 해 어휘카드를 만들거나 물건에 어이름을 써서 붙여놓

고 외운다든가 테이 를 자주 듣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어휘를 공부한

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0.어휘를 오래 기억하기 해 어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다음은 효과 으로 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한 조사입니다.

21.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2.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어휘장이나 어휘목록,요약정리노트를 만

든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3.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어 테잎으로 어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따라 말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4.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해당하는 물건이나 에 잘 뛰는 장속에

명시 어 카드를 붙여놓고 반복해서 본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5.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녹음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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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ad'는 부정을 나타내는 ‘un' 미사가 붙어 ’읽지 않은‘이라는 뜻을 나타

내는 형용사라는 것을 함께 공부한다.

‘teacher'는 ’teach'(가르치다)라는 동사에 ‘er'명사화 미사가 붙은 것으로 ’가

르치는 사람‘으로 그 뜻을 연결하여 공부한다.

‘cook'을 명사와 동사로서 ’요리사‘와 ’요리하다‘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공부한

다.

‘full'을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라는 것을 유념해 ’충만한‘,’완 한‘,’배부른‘

등의 뜻으로 공부한다.

26.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어휘의 품사나 문장성분을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7.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노래나 화,신문으로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8.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어휘를 공부한 뒤에 스스로 시험을 쳐본

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29.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어로 말을 하거나 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우선은 뜻을 추측하며 계속 끝까지 이어간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30.어휘를 효과 으로 공부하기 해 외국인과 함께 공부한다.

① 그 지 않다 ②그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

※ 끝까지 성실히 답해줘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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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VacabularySizeTest

VocabularySizeTest(Koreanversion)

1.see:Theysaw it.

a.잘랐다

b.기다렸다

c.보았다

d.시작했다

2.time:Theyhavealotoftime.

a.돈

b.음식

c.시간

d.친구들

3.period:Itwasadifficultperiod.

a.질문

b.기간

c.해야 할 일

d.책

4.figure:Isthistherightfigure?

a. 답

b.장소

c.시간

d.숫자

5.poor:Wearepoor.

a.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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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행복하다

c.매우 흥미 있다

d.힘들게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6.drive:Hedrivesfast.

a.수 하다

b.배우다

c.공을 던지다

d.차를 운 하다

7.jump:Shetriedtojump.

a.물 에 워있다

b.갑자기 뛰어오르다

c.길가에 차를 세우다

d.아주 빨리 움직이다

8.shoe:Whereisyourshoe?

a.돌보는 사람

b. 고, 통

c.펜,연필

d.신발

9.standard:Herstandardsareveryhigh.

a.구두 뒷굽

b.학교성

c.요구한 액

d.수

10.basis:Idon'tunderstandthe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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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유

b.단어들

c.도로 표지

d.기본원리

11.maintain:Cantheymaintainit?

a.유지하다

b.확 시키다

c.더 나은 것을 얻다

d.얻다

12.stone:Hesatonastone.

a.돌

b.의자

c.양탄자,깔개

d.나무

13.upset:Iam upset.

a.피곤한

b.유명한

c.부유한

d.불행한

14.drawer:Thedrawerwasempty.

a.서랍

b.차고

c.냉장고

d.동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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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atience:Hehasnopatience.

a.인내심

b.여유시간

c.믿음

d.정직함

16.nil:Hismarkforthatquestionwasnil.

a.매우 나쁜

b. 인

c.매우 좋은

d. 간인

17.pub:Theywenttothepub.

a.술집

b.도박장

c.쇼핑센터

d.수 장

18.circle:Makeacircle.

a.스 치

b.빈 공간

c.원(형)

d.큰 구멍

19.microphone:Pleaseusethemicrophone.

a. 자 인지

b.마이크

c. 미경

d.휴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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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ro:He'sapro.

a.사립탐정

b.미련한 사람

c.기자

d.직업으로 하는 운동선수



2010

1학  

기말

평가

ThefinalEnglishtest
수

도 등학   5학   (   )반  (   )번  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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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8번 지는 듣  제 니다.  듣고 

에 답하시 .

1. 화를 듣고, 진호   어 한지 

고르시 .(     )

    ①         ②         ③  

④ 

2. 화를 듣고, 에 맞  그림  

고르시 . (     )

  ①      ②  

          

③       ④         

               

3. 다  화에   어 를 가

려고 하는지 맞  그림  고르시

.………………………(     )

   ①          ②       

   ③          ④ 

4. 행  치한 곳  번호를 쓰시

.……… (     ) 

6.
        

: 

7. : 

8. : 

5. 화  내 과 다른 것  고르시 . 

………(     )

  ① 삼 에 한 다. 

  ② 삼  래를 한다.

  ③ 삼  친절하다. 

  ④ 삼  키가 크다.

   

※  듣고, 맞  시각   시다. 

(6～8)

[부록 3] 어 학업성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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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터는 고 쓰  해결하는 제

니다.

9. 다  화     친 곳에 들어갈 말

로 맞  말   고르시 . 

……………………………(    ,    )

A:Let'sgoshopping.(쇼핑 가자.)

B: .

(그래,좋아.)

① It'soverthere.

② Sorry,Ican't.

③ Sure.

④ Soundsgood.

10.다  낱말  못 연결  것  고

르시 . (     )

      

① breakfast        ② bed 

  

③ lunch          ④ study  

11. 다  그림에 맞  어  고

르시 .(     )

① I get up at 

7:00

② I wash my face 

at 7:00

③ I have 

breakfast at 7:00

④ I come to 

school at 7:00

12.시간표를 보고,다음 문장에 알

맞은 요일을 빈 칸에 어로 쓰시

오.

   

시간
Monday Tuesday

Wednesda

y

1

시
어 수학 어

2

시
과학 어 수학

3

시
수학 어

1.  I have Korean, Math, and 

English today.

2.  Today is __________________. 

13. 각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  첫 

 파벳  를 그림 

   래에 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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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  에 맞게 그림  그려 

시 .

  

   

The pencil is on the desk. 

15. 다  뜻에 맞도록 맞  어단어

를 쓰 . 

A : (            ) is my 

pencilcase?

B : Look! It's on the bookcase.

16. 화   고 __친 곳에 맞  답  

고르 .(     )

A:Excuseme.

Where'sthebank?

B:____________.(바로 기 요)

① Go straight.     ② Just over 

there.  

③ Yes, please.     ④ You're 

welcome.

17. 화   고 __친 곳에 맞  답  

고르 .(     )

A:Canyouhelpme?

B:Sure!

A:_______________________.

B:Turnrightatthebank.

① Excuseme.

② You'rewelcome.

③ Where'sthechurch?

④ Turnright.    

18. 다  화에  밑줄 친 에 해

당하는 맞  말  고르시 .

…………………………………(     )

A : You have nice glasses.

B : Thank you.

C : He's a singer.

A : , 겠어 .

① No problem   ② That's OK.

③ Oh, I see.   ④ Yes, I can.

19. 화  로 어울리지 는 것  

엇 니 ? (     )

① A : How are you?      

   B : Not bad.

② A : What's your name? 

   B : I have a cold.

③ A : How are you today? 

   B : So, so.

④ A : What's your name? 

   B : I'm Jin-ho.

20. 래  과 같  뜻  도록 

적절한 어 단어를 쓰시 .

그 는 큰 눈  가지고 어 .

→She                          .

21. 래  단어를 참 름다운 

나라는 뜻에 맞게 나열해 보시 .

    beautiful,   a,   what,   gi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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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  ___친 곳에 어울리는 말

 쓰 . 

  A : Where's the school?

  B : Turn  _____________  at the 

bus stop.   

  (버스정류 에  른쪽 로 도 .)

23.그림  한 어  중 맞지  것

 고르시 .(     )

. 

① ②

Let's go

hiking

Let's go

camping.

③ ④

Let's go

shopping

Let'sgo

fishing

24. 표에  낱말  찾  ○그린 후 연

결해 시다

25. 다  낱말  맞  곳에  시

다.

  ear, nose, mouth,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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