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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L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어휘 학습 전략 사용 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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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1, 039-052. The curr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FL learners’ vocabulary knowledge 

and their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depending upon their level of 

vocabulary knowledge. For the study, 1,124 high-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vocabulary knowled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use according to their vocabulary knowledge, and that three factors for 

high-level students (context use, repetition in writing, and learning range of 

words) and two for those in low level (meaning checking and learning range of 

words) had direct influence on the enhancement of their vocabulary knowledge, 

and other factors in each level exerted indirect influence through the direct 

factors. Teaching implications are discuss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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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L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언어를 사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그런

데 외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 중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심각한 오류의 원인은 주로 부정확한 어휘의 사용이고(Gass, 1988; Lewis, 1993; 

Read, 2000), L2 학습자들도 어휘와 관련된 오류를 가장 중요한 오류 유형으로 꼽

고 있다(DeCarrico, 2001; Gass, Behney, and Plonsky, 2013; Lee, 2007; O’keeffe, 

2012). 다시 말해, 어휘 지식은 L2 학습 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

고(McCarthy,1990), 그들도 어휘 학습이 L2/EFL 학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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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Ur, 2012). 어휘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휘 

습득은 L2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Horwitz, 1988, Nation, 2013).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학자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요인은 학습 전략이다. L2 학습자들은 대부분 

목표어에 노출되는 빈도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L2 습

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휘 학습과 관련해서, L2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언어 학습 전략의 대부분

이 어휘 학습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고(O’Malley and Chamot, 1990; Oxford, 1990), 이를 기반으로 어휘 학습 전략에 관

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어휘 학습 전략은 L2 학습자의 어휘 학습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어휘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전략을 훈련시킴으로써 이들의 어휘 학습과 더 나아가 목표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 and 

Johnson, 1996; Lai, 2009). 즉, L2 학습자들의 어휘 전략 사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의 어휘 학습과 L2 학습 전반에 대

한 구체적인 지도 방향과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은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어휘 습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수준별 전략 사용의 빈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Chin and Yook, 2016; Chon and Kim, 2011; Halbach, 

2000; Huh, 2009; Jeon, 2007; Kojic-Sabo and Lightbown, 1999; Lai, 2009; Lee, 2007; Schmitt, 1997), 그 외에 수준에 

따른 전략 사용 범위의 차이(Huh, 2009; Jeon, 2007; Kojic-Sabo and Lightbown, 1999)나 사용 전략 종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배태일, 2014; Gu and Johnson, 1996; Huh, 2009; Jeon, 2007). 연구 결과를 보면, 어휘력 수준

별 전략 사용의 빈도와 범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어휘력이 높은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다양한 전략

을 더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수준별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특정 전략 패턴이나 유형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Lai, 2009).

또한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유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수준별 전략 사용 유형 차이에 대한 

단순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어휘 학습 전략 유형이 학습자들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그들의 어휘 지식 습득과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배태일(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학습자

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 유형이 그들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어휘 지식 습득에 어떤 구조적 관계 하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에 맞는 전략 유형별 지도 방법을 구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FL 상황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휘력과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양상을 파

악한 후, 그들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어휘 지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 하에서 어휘 지식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상정하였다.

1.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EFL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어휘 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EFL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어휘 지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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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영어 어휘 학습

L2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언어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

다. 그중에서 언어 습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휘이다(Coxhead, 2006; Nation, 2013; Thornbury, 2002). 

어휘는 언어를 구성하는 토대이므로 효과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해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의 의미를 익히고 또한 이미 알

고 있는 언어의 새로운 의미를 익히면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L2 학습자의 

성공적인 언어 습득을 돕기 위해서는 어휘 교수 ‧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언어학

자인 David Wilkins는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Without grammar very little can be conveyed, without vocabulary 

nothing can be conveyed.”

어휘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품사로 알려진 단어 부류(word classes)와, 단어가 기본이 되는 어근(root)과 

문법적 기능을 더하는 접사(affixes) 등을 포함하는 어족(word families)이 있으며, 복합어(compounding) 등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 형성(word formation) 지식과 함께, 다단어 단위(milti-word units)와 연어(collocations) 관련 지식도 필수적으

로 포함된다. 이외에 동음이의어(homonyms), 다의어(polysemes), 동의어(synonyms)와 반의어(antonyms), 상위어

(hyponyms) 등이 있고, 더 나아가 스타일과 함의(connotation)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식을 배경으로, L2 학습자가 어휘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은 먼저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알고, 그 

형태와 의미 간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언어를 사용할 때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형태(word form)를 사용하는 법이다. 이러한 어휘 관련 지식의 효율적인 

연계망 구축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양의 어휘를 습득해야 하고, 그 어휘를 필요할 

때 적절하게 회상해낼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어휘 지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Thornbury, 2002).

2.2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어휘 학습 전략은 단어와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적인 습관으로(Manzo and Manzo, 

2008), L2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며,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DeCarrico, 2001). 이러한 어휘 학습 전략은 선택해서 사용하고, 훈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휘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언어 학습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 

전략에서 사용되는 유형이나 분류가 어휘 학습 전략에 적용 가능하다(Nation, 2013; O’Malley and Chamot, 1990; 

Oxford, 1990). 

학습 전략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처럼 어휘 학습 전략도 학자별로 여러 분류 방법이 제시되었다. 어휘 

학습 전략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된 분류 방법은 Schmitt(1997)의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많이 사용

되었다(배태일, 2014; 이성원 ‧ 민미옥, 2016; Chon and Kim, 2011; Huh, 2009; Lee, 2007; Park, 2001). 그는 Oxford(1990)

의 분류 방법을 기반으로 어휘 학습 전략을 크게 발견(discovery) 전략과 강화(consolidation) 전략의 두 가지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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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각 전략 아래 하위 전략을 두었는데, 발견 전략에는 결정(determination) 전략과 사회(social) 전략을 포함시켰

고, 강화 전략에는 기억(memory) 전략, 인지(cognitive) 전략, 초인지(metacognitive) 전략을 포함시켰다.

한편, Gu and Johnson(1996)는 기존 연구(Oxford, 1990; Politzer and McGroarty, 1985)와 자신들의 사전(pilot) 연구

를 통해 전략 유형을 정리했다. 그 유형은 어휘 학습에 대한 신념, 초인지 조절(regulation), 추측 전략, 사전 사용 전략, 필

기(note-taking) 전략, 기억 전략, 활성화(activation) 전략으로 구성되었고, 각 유형별로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4개까

지 개별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전략 유형을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어(Chin and Yook, 2016), 어휘 학습 전략

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Gu and Johnson(1996)의 분류 방법을 사용한 연

구가 필요하다.

L2 습득에서 어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휘 학

습 전략 사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학습자들의 어휘력 수준에 따른 전략 사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아왔다.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의 빈도나 범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많이 도출되었는데, 어

휘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에 비해 다양한 범위의 전략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 and Yook, 2016; Chon and Kim, 2011; Gu and Johnson, 1996; Huh, 2009; Jeon, 2007; Kojic-Sabo and 

Lightbown, 1999; Lee, 2007; Mochizuki, 1999).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어휘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을 돕기 위해 다양한 어휘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어휘력 수준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

펴보면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연구 맥락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휘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의미 중심의 맥락을 사용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은 

암기 중심의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인지 전략의 경우 상위 학습자들이 

더 자주 사용한다는 연구(Jeon, 2007; Mochizuki, 1999)와 그 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고(Huh, 2009), 기억 관련 

전략의 경우에도 상위 학습자들의 빈번한 사용을 언급한 연구가 있고(Jeon, 2007; Lee, 2007), 하위 학습자들이 자주 사

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Gu and Johnson, 1996). 따라서 학습자들의 어휘력 수준에 따른 전략 유형 사용의 

차이에 대한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 전략 사용 유형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학습자들의 어휘력 수

준에 따라 여러 전략 유형이 그들의 어휘 지식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형편이다. 이

에 대해서는 배태일(2014)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공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이 영어 어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어휘 학습 전략과 어휘 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어휘력 수준에 따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 유형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어휘 학습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Chin and Yook, 2016; Chon and Kim, 2011; Gu and Johnson, 

1996; Huh, 2009; Jeon, 2007; Kojic-Sabo and Lightbown, 1999; Lee, 2007; Mochizuki, 1999), 학습자들의 어휘력 수준

에 따라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어휘 지식 습득에 어떤 구조적 관계 하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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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 8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경북, 광주, 전남) 소재 11개 고등학교 학생 1,124

명을 대상으로 얻어진 영어 어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그들의 어휘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룹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중간의 약 20%를 배제하고, 상위 약 40%와 하위 약 40%로 두 그룹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총 992명 중 상위 

그룹은 503명(50.7%)이었고 하위 그룹은 489명(49.3%)이었다. 두 그룹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모

든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은 교육과정 상 필수 이수 과목이었으므로 영어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수업을 받았을 것으로 예

측된다. 다만 지역과 학교에 따라 수업의 양과 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1. 연구 대상 학생의 구성 정보

그룹
 전체

(%)

성별(%) 학년별(%)
어휘 테스트 점수(평균)

남 여 1 2 3

상위 
503

(50.7)

268

(53.3)

235

(46.7)

55

(10.9)

261

(51.9)

187

(37.2)
43-60(50.95)

하위 
489

(49.3)

258

(52.8)

231

(47.2)

144

(29.4)

283

(57.9)

62

(12.7)
 0-32(20.09)

전체
992

(100)

526

(53.0)

466

(47.0)

199

(20.1)

544

(54.8)

249

(25.1)

3.2 연구 도구

3.2.1 어휘력 테스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영어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전통적 테스트 방식(예, 선다형 빈칸 채우기 

테스트)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ation(1990)의 어휘 수준 테스트(Vocabulary Levels Test: VLT)를 

3,000단어 수준에서 사용하였다. 본 테스트 전에 학습자들에게 샘플 문항을 제시하여 테스트 방식에 익숙해질 기회를 제

공한 후, 총 60개로 구성된 테스트 문항을 풀도록 안내하였다. 

3.2.2 어휘 학습 전략 설문지

본 연구를 위해 Gu and Johnson(1996)가 ESL/EFL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이전 연구(배태일, 2014; 이성원 ‧ 민미옥, 2016; Chon and Kim, 2011; Huh, 

2009; Lee, 2007; Park, 2001)에서 대부분 Schmitt(1997)의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Gu and Johnson(1996)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

이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설문 내용과 수를 조정하여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 척도의 의미는 1점 – 전혀 동의 안 함, 2점 – 별로 동의 안 함,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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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동의함, 4점 – 매우 동의함이었다. 

전체 30문항 중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공통성(communality)이 0.4 이하인 두 문항(7번과 10번)을 제외하고 

총 28문항으로 이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28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적재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은 총 7개

였으며, 관련 사항 학습(7문항), 의미 확인(5문항), 암기법 사용(5문항), 암기의 중요성(4문항), 맥락 사용(3문항), 반복 

쓰기(2문항), 학습 범위(2문항)가 그것이다. 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 α 값이 .555 - .847로 중상위 정도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4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5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먼저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

로,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력 수준에 따라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일곱 개의 어휘 전략 사용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력 수준별로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그들의 어휘 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력 수준에 따라 영어 어휘 지식과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사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전 단계로 알려진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어휘 학습 전략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영어 어휘 학습 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

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응답한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설문에 

대해서 <표 2>에서 보듯이 일곱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2.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변인 내용 문항

F1 (7문항) 관련 사항 학습 14, 15, 16, 18, 20, 21, 30

F2 (5문항) 의미 확인 11, 12, 13, 17, 19

F3 (5문항) 암기법 사용 23, 26, 27, 28, 29

F4 (4문항) 암기의 중요성 1, 2, 3, 22

F5 (3문항) 맥락 사용 4, 5, 6

F6 (2문항) 반복 쓰기 24, 25

F7 (2문항) 학습 범위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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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인은 어휘 학습 시 해당 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단어

의 의미 관련 예시문(14번), 함께 쓰이는 표현(15번), 해당 단어 의미 설명 시 사용된 새로운 단어(16번), 영어 동의어나 

설명(18번), 용법 관련 예시문(20번), 단어장(21번),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장(30번)이 그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해당 단어의 의미 확인을 위한 사전 사용 전략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타날 때 즉시 그 의미를 찾아보지 

않고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찾아보고(11번), 해당 단어의 의미에 대한 추측을 확인하거나(12번), 문장이나 단

락의 의미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찾아보고(13번), 사전에서 찾은 단어의 의미를 사용 맥락에 맞게 이해하

려고 하거나(17번), 해당 단어의 의미 확인을 위해 단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적는 전략이다.

세 번째 요인은 다양한 단어 암기 방법을 사용하는 전략인데, 혼자말로 반복하거나(23번), 단어의 의미를 행동(26번)

과 이미지(27번)로 연계시키거나, 단어 형성 규칙(28번)이나 범주로 묶어서 암기하는(29번) 전략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어휘 학습 시 단어 암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는데, 단어장이나 사전 암기(1번), 반복 암기(2번), 개

별 단어 암기(3번), 단어장 반복 학습(22번)이 그것이다.

다섯 번째 요인은 어휘 학습 시 맥락 사용의 중요성과 관련된 전략으로, 어휘의 양을 늘리기 위해 많은 읽기가 필요하

고(4번), 단어 의미는 맥락을 통해 추측해야 하며(5번),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 해당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보는 것이다(6번). 여섯 번째 요인은 반복 쓰기 전략으로, 단어 암기 시 해당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보거나(24번), 

또는 그 단어와 함께 우리말 의미도 같이 반복적으로 써보는 전략이다(25번). 마지막 요인은 단어 학습 범위와 관련된 전

략으로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만 공부하거나(8번), 교사가 수업에서 가르친 단어만 신경 쓰는 전략이다(9번). 

4.2 EFL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

어휘력 수준(독립 변인)에 따라 EFL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종속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

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Wilks’ 

Lamda = .899, F = 15.735, p = .000). 이를 토대로 개체 간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습자의 여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소스 종속 변수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영어 어휘력 수준

F1 (관련 사항 학습) 1 .391 .917 .339

F2 (의미 확인) 1 16.649 56.661 .000

F3 (암기법 사용) 1 .560  1.465 .226

F4 (암기의 중요성) 1 .110 .389 .533

F5 (맥락 사용) 1  7.305 25.009 .000

F6 (반복 쓰기) 1  7.708  9.235 .002

F7 (학습 범위) 1 11.916 20.548 .000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에 따른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총 네 개로, 먼저 의미 확인(F2)과 맥

락 사용(F5)에서는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보다 평균치가 높아 상위 그룹이 이 두 요인에 속한 전략을 더 빈번히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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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반복 쓰기(F6)와 학습 범위(F7)에서는 하위 그룹 평균이 상위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어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이 포함된 두 요인에 대해 하위 그룹 학습자들이 더 빈

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Chin and Yook, 2016; Gu and Johnson, 1996). 다시 말해서 하위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미 확인 전략과 맥락 사용 전략을 더 빈번히 사용하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단순한 반복 쓰기 전

략 사용을 지양하고 어휘 학습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4.3 EFL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학습자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표 3에 나타난 어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를 기반으로, 일곱 가지의 어휘 학습 전략 요인(독립 변인)이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지식(독립 변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상위 그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곱 가지 요인 중 상위 그룹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세 가지였다. 먼저 어휘 학습 시 

적절한 맥락 사용이 어휘 지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상위 학습자의 경우 영어 어

휘 학습 시 일정 정도의 어휘력을 바탕으로 어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맥락을 적절하게 사용할수록 영어 어휘 지식 향상

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어휘 학습에서 맥락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Chin and 

Yook, 2016; Gu and Johnson, 1996; Nation, 2013; Thornbury, 2002). 

표 4. 상위 그룹의 어휘력과 어휘 학습 전략 간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모형 Beta t p

F1 (관련 사항 학습)  .069  1.490 .137

F2 (의미 확인)  .031 .677 .499

F3 (암기법 사용) -.055 -1.206 .228

F4 (암기의 중요성) -.038  -.862 .389

F5 (맥락 사용)  .097  2.191 .029

F6 (반복 쓰기) -.161 -3.678 .000

F7 (학습 범위) -.119 -2.689 .007

또한 반복 쓰기 요인과 학습 범위 요인은 어휘 지식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풀이하

면 해당 단어와 우리말 의미를 단순히 반복적으로 써보는 전략과 시험에 나오거나 교사가 지도한 어휘만을 학습하는 전

략은 어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Chin and Yook, 2016; Gu and Johnson, 1996). 즉, 

어휘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한된 어휘를 넘어서서 다양한 어휘를 반복 쓰기가 아닌 맥락을 통해

서 학습하는 것이 어휘 학습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 그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사전을 통한 해당 단어의 의미 확인 전략이 이들의 

어휘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은 표 3에서 보았듯이 어휘력 수준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특히 어

휘력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사전 사용을 통해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어휘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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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u and Johnson, 1996; Thornbury, 2002). 또한 상위 그룹 학습자 대상 결과에서도 유

의하게 나왔던 학습 범위 요인에 대해 하위 그룹 학습자들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과 관

계없이 어휘 학습 범위를 시험이나 교사 지도 대상 어휘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하위 그룹의 어휘력과 어휘 학습 전략 간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모형 Beta t p

F1 (관련 사항 학습) -.082 -1.661 .097

F2 (의미 확인)  .101  2.258 .024

F3 (암기법 사용) -.032  -.654 .514

F4 (암기의 중요성)  .072  1.480 .139

F5 (맥락 사용)  .044 .910 .363

F6 (반복 쓰기)  .064  1.351 .177

F7 (학습 범위) -.162 -3.633 .000

4.4 EFL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과 학습자의 어휘력 간의 구조적 관계

EFL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로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과 어휘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 4(상위 

그룹)와 표 5(하위 그룹)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 분석 모형을 그림 1(상위 그룹)과 그림 2(하위 그룹) 같이 개발하였다.

먼저 상위 그룹에 대해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학습자들의 어휘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맥락 사용(F5), 반복 

쓰기(F6), 학습 범위(F7) 전략이었다. 따라서 이 세 전략을 영어 어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네 전략은 이 세 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자의 영어 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간접적 요인으

로 설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에 대해 시험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F1 

-> F5, F6, F7; F3 -> F7; F4 -> F5)는 최종 경로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상위 그룹의 경로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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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경로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이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경로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표 7 참조), 먼저 맥락 사용(F5), 반복 쓰기(F6), 학습 범위(F7) 전략이 EFL 학습자의 어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고, 의미 확인(F2), 암기법 사용(F3), 암기의 중요성(F4) 전략은 이 세 요인의 전부(의미 확인 전략) 또는 일부

(암기법 사용과 암기의 중요성 전략)를 통해서 학습자의 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

휘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더욱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 훈련 시 맥락 사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계

하면서, 반복 쓰기와 학습 범위 전략은 지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상위 그룹의 모형 적합도 지표

지표 값

카이제곱 (�χ2) 53.734

자유도 (Degree of Freedom) 7

GFI (Goodness of Fit Index) .987

NFI (normed Fit Index) .953

CFI (Comparative Fit Index) .958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082

표 7. 상위 그룹의 경로 분석 결과

측정 변인 측정 변인 표준 경로 값

F5 (맥락 사용) VOC (어휘력)  .180*

F6 (반복 쓰기) VOC (어휘력) -.118*

F7 (학습 범위) VOC (어휘력) -.178*

F2 (의미 확인) F5 (맥락 사용)  .289*

F2 (의미 확인) F6 (반복 쓰기)  .145*

F2 (의미 확인) F7 (학습 범위) -.185*

F3 (암기법 사용) F5 (맥락 사용)  .109*

F3 (암기법 사용) F6 (반복 쓰기)  .083*

F4 (암기의 중요성) F6 (반복 쓰기)  .099*

F4 (암기의 중요성) F7 (학습 범위)  .173*

*p > .05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의미 확인(F2)과 학습 범위(F7) 전략이 학습자들의 어휘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두 전략을 영어 어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전략은 이 두 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자의 영어 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간접적 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모형에 대해 시험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로(F1, F3, F6 -> 

F7)는 최종 경로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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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위 그룹의 경로 분석 모형

최종 경로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8>과 같이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한 경로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표 9참조), 먼저 의미 확인(F2)과 학습 범위(F7) 전략은 학습자의 어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 관련 사항 학습(F1), 암기법 사용(F3), 암기의 중요성(F4), 맥락 사용(F5), 반복 쓰기(F6) 전략은 이 두 요인의 전부(암

기의 중요성과 맥락 사용 전략) 또는 일부(관련 사항 학습, 암기법 사용, 반복 쓰기 전략)를 통해서 학습자의 어휘력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간접적인 영향은 학습 범위 (F7)전략보다 의미 확인(F2) 전략을 경유하여 

표 8. 하위 그룹의 모형 적합도 지표

지표 값

카이제곱 (�χ2) 64.969

자유도 (Degree of Freedom) 6

GFI (Goodness of Fit Index) .984

NFI (normed Fit Index) .943

CFI (Comparative Fit Index) .947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100

표 9. 하위 그룹의 경로 분석 결과

측정 변인 측정 변인 표준 경로 값

F2 (의미 확인) VOC (어휘력)  .228*

F7 (학습 범위) VOC (어휘력) -.160*

F1 (관련 사항 학습) F2 (의미 확인)  .209*

F3 (암기법 사용) F2 (의미 확인)  .147*

F4 (암기의 중요성) F2 (의미 확인)  .138*

F4 (암기의 중요성) F7 (학습 범위)  .149*

F5 (맥락 사용) F2 (의미 확인)  .238*

F5 (맥락 사용) F7 (학습 범위) -.069*

F6 (반복 쓰기) F2 (의미 확인)  .10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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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어휘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 대해서 어휘 학습 전략을 훈

련시킬 때 여러 다양한 전략을 주로 의미 확인 전략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휘력 향상에 효

과적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EFL 상황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고등학생을 어휘력과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들의 어휘력 수준에 따라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어휘 지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 하에서 어휘 지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일곱 가지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로 어휘 학습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의미 확인과 맥락 

사용 그리고 반복 쓰기와 학습 범위에서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휘 학습을 위한 전략 사용 지도 시 교사는 일반적

으로 부정적으로 알려진 뒤의 두 전략 사용은 지양하면서, 긍정적으로 알려진 앞의 두 전략 사용은 활성화시킴으로써 학

습자의 어휘 학습 향상을 도울 수 있다(Gu and Johnson, 1996).

다음으로 어휘력 수준별로 어휘 학습 전략 사용이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어휘력이 높은 학

습자에게는 그들의 어휘력을 바탕으로 맥락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휘력 향상에 중요하고, 어휘력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적절한 사전 사용을 통한 단어의 의미 확인을 명확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수준과 관계없이 어휘 학습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 등의 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EFL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Day and Bamford, 1998; Elley, 2001).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사용과 어휘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휘력이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 이들의 어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맥락 사용, 반복 쓰기, 학습 범위 요인이고, 어휘력이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의미 확인과 학습 범위 요인이었다. 각 수준별 나머지 요인(상위 집단: 네 요인, 하위 집단: 다섯 요

인)은 직접적 요인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학습자의 어휘력 향

상을 위해 학습자의 어휘력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학습 전략 지도가 필요하고, 각 수준별로 학습자의 어휘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상정된 연구 질문에 대한 일반화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

모 연구로(largescale study)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FL 학습자의 영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어휘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 주제를 다루는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의 다변화와 비

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규모의 학습자와 가능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연구를 실시하여 어휘 학습 전략 사용과 관련된 그들의 직접적인 생각을 다루어보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

에 대해 질적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EFL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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