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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2, 143-156.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bulary ability,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VLS) use 

and cloze test performance of Korean college students. Eighty participants took a 

questionnaire about VLS use, a vocabulary test and a multiple choice cloze test. 

The result shows that ‘meaning finding strategy’ and ‘memory strategy’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while ‘metacognitive strategy’ was the least. The students’ 

VLS use was no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vocabulary ability. However their 

cloze test perform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vocabulary ability, 

which suggests that the cloze test could be an effective tool to improve EFL 

learners’ vocabulary ability.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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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적으로 영어교육에서 어휘 능력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통해 자연스

럽게 습득되는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영어 어휘력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연어(collocation)와 같이 익숙한 어휘 결합 표현들

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하게 된다는 어휘적 접근법(Lewis, 

2000)이 부각되면서 어휘에 대해 보다 통합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어휘 능력은 듣

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능력과 밀접하며 전반적인 영어 숙달도를 향상시킨다고 여

겨진다(Nation, 2001; Schmitt, 2000, 2008; Wei, 2007). 따라서 영어 어휘를 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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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학습하고 사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영어 어휘는 매우 방대하며 규칙화하기 어렵고 학습에 있어 인지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어휘 능력이 있어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효과적인 어휘 습득을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성

공적인 영어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어휘학습전략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어휘학습전략을 추출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Oxford, 1990; O’Malley and Chamot, 

1990; Schmitt, 1997). 어휘학습전략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어휘학습전략을 더 자주 그

리고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Fan, 2003; Ghalebi et al., 2021; Gu and Johnson, 1996; Rao, 2016). 국

내 연구들에서도 영어 학습자들의 어휘학습전략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동규, 

2017; 김미영, 2011; 김지선, 2011; 오희정, 2010; 유정윤 ‧ 이은주, 2017; Han, 2008; Lee, 2007). 

한편, 영어 어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클로즈 테스트의 유용성이 강조되어 왔다. 클로즈 테스트는 영어 텍스트의 매 n번

째 단어를 삭제하거나 특정 어휘를 삭제하는 시험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어휘에 대한 지식을 총체적

으로 평가하며 어휘능력 평가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 듣기 등의 학습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Alderson, 1980; 

Bensoussan, 1990; Chai et al., 2020; Jonz and Oller, 1994; Kleijn, 2018; Read, 2002; Storey, 1997). 클로즈 테스트는 특

정 어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빈 칸의 맥락에 맞는 단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문항 작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

다. 그런데 클로즈 테스트 수행 능력과 영어 텍스트에 대한 어휘 지식 또는 읽기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져왔으나 클로즈 테스트 수행 능력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에 따라 어휘학습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며 어휘 능력의 차

이가 클로즈 테스트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휘 능력이 클로즈 테스트에서 타당

하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휘학습전략 사용은 클로즈 테스트의 수행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해본다. 어휘 능

력, 어휘학습전략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본 연구는 어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어휘

학습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어휘적 관점에서 클로즈 테스트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EFL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EFL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 결과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EFL 학습자의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선행 연구

2.1 어휘능력과 어휘학습전략 말하기

어휘 능력은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며 단어의 형태와 의미뿐 아니라 다의어, 연어, 화용적 및 담화적 의미에 대한 지

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Nation(2001)은 어휘 지식을 어휘 크기 및 깊이, 수용적, 산출적 어휘 지식으로 구분하

였다. 의미를 아는 어휘의 양이 어휘 크기이며 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연어 등에 대한 지식이 어휘 깊이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적 어휘 지식이 산출적 어휘 지식보다 크며 어휘 지식은 수용적 능력인 읽기와 듣기, 산출적 능력인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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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쓰기와도 상관성이 높다(Qian, 2008; Rahimi, 2011; Read, 2002; Ryoo, 2016; Schleppegrell, 1996). 따라서 영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기초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심 요건이

라 할 수 있다. 

영어 어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휘학습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다. Oxford(1990), O’Malley와 

Chamot(1990)에 의해 학습전략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Schmitt(1997)는 어휘

학습전략을 기술하였다. 어휘학습전략은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될 때 사용하는 의미발견전략과 알고 있는 단어를 유지

하기 위한 기억강화전략으로 범주가 나뉜다. 의미발견전략의 하위영역으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문맥이나 언어지식을 

사용하여 추측하는 결정전략,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다른 학습자와 협력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사회적 전략이 있으며, 기

억강화전략의 하위영역으로 의미망이나 의미단위 등으로 나누어 기억의 효과를 높이는 기억전략, 단어장 기록, 암기, 반

복 학습 등을 하는 인지전략, 마지막으로 어휘 학습을 계획, 점검, 반추하는 상위인지전략으로 각각 구분된다. 

어휘학습전략과 관련하여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어휘학습전략을 더 많이,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주장된다

(Fan, 2003; Ghalebi et al., 2021; Gu and Johnson, 1996; Oxford, 1990; Rao, 2016; Schumitt, 1997). Schmitt(1997)는 일

본 영어학습자 600명을 대상으로 어휘학습전략을 조사하였는데 영어사전 사용, 반복하여 말하기, 반복하여 쓰기, 천자 

학습 같이 기계적인 어휘학습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영어 숙달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어휘학습전략을 사용하였고 영

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 비해 상위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Gu와 Johnson(1996)의 연구는 영어 숙달도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어휘학습전략과 선택적 주의집중 어휘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맥락 추론하기, 노트 필기하기, 단어 형태에 주의하기, 

새로운 단어를 활성화하기 같은 전략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2003)과 Rao(2016)의 연구들에서도 영

어 숙달도가 높을수록 어휘학습전략을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란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한 Ghalebi 외(2021)의 연구에서는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과 낮은 학습자들 간에 결정전략, 기억강화전략, 

인지전략, 상위인지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났지만 사회적 전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학습전략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김동규, 2017; 김미영, 2011; 김지선, 2011; 오희정, 2010; Han, 2008; Lee, 2007; Park, 2001). Han(2008)은 한국 대학

생들이 전반적으로 인지적 요구가 적은 발견전략과 기억전략을 상위인지전략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영어 능력이 높

을수록 다양한 어휘전략사용을 자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김동규(2017)의 연구에서도 의미발견전략, 인지전략, 기

억전략 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상위인지전략의 사용은 가장 낮았지만 영어 능력과 상위인지전략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Lee(2007)는 영어 상급자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한 결과 거시적 수준의 어휘 전략들을 주로 사

용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연습, 모르는 단어 의미 추측, 단어 목록 작성, 단어 반복, 어형 분석과 같은 어휘학습전략들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k(2001)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단어 학습을 위해 단어 철자와 발음을 크게 소리 내어 학

습하는 어휘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김미영(2011)은 어휘의 결속 관계인 연어에 대한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어

휘학습전략을 더 자주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품사 분석, 영영사전 사용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영어 숙달도와 어휘 능력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어휘 학습에 있어 어휘학습전략을 사용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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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휘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적 기본 단위로서 어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시험 방식들이 

모색되어 왔으며 어휘 능력과 어휘학습전략이 효과적으로 훈련되고 향상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그 중 전통적으로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사용되었던 클로즈 테스트가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도구로서 그리고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유용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해 지문의 이독도(read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클로즈 테스트는 지문의 매 n번째 단어를 규칙적으로 삭제하여 텍스트의 미시적 이해능력과 거시

적 이해능력을 동시에 측정한다(Jonz and Oller, 1994). 예를 들어 다음의 클로즈 지문 Joe is a freshman and he (1)IS 

having all of the problems that most (2)FRESHMEN have. As a matter of fact, his (3)PROBLEMS started before he 

even left home. (Chihara et al., 1977: 71) 에서 문항 (1)에 바로 앞과 뒤 단어에 대한 문법 지식에 근거하여 동사 is를 복구

할 수 있지만 문항 (2)와 (3)에는 복수형에 대한 문법지식 뿐 아니라 앞의 문장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면서 반복되는 단어 

freshmen과 problems를 각각 넣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 삭제 클로즈가 영어 텍스트에서 관사나 전치사 같은 빈도가 높은 

기능어들을 주로 삭제한다(Alderson, 1980)는 지적에 대해 주제어나 주요 내용어, 결속어 등 학습 및 평가 목적에 띠라 

선택적으로 단어들을 삭제하는 변동 비율 클로즈(rational cloze)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텍스트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

다(Bachman, 1985; Greene, 2001; Storey, 1997).

한편, 클로즈 테스트는 삭제된 단어를 채우기 위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 다음에 나올 어휘를 예측하는 예상 문법

(expectancy grammar)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어휘 학습 또는 평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Brown, 2001). 즉, 클로즈 테

스트는 유의미한 어휘의 연속체로서 텍스트의 기본 요소인 어휘 지식을 담화의 이해와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별 단어들을 담화 맥락과 함께 구체적인 단어 사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어휘 학습 도구이다

(Bensoussan, 1990; Jonz and Oller, 1994; Kleijn, 2018). 또한 클로즈 테스트는 교실 수업에서 문항 작성이 용이하며 특

정 어휘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빈 칸에 적합한 어휘를 적는 산출 능력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채점의 용이성과 

시험수행 상의 부담을 줄이는 선다형 클로즈 테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클로즈 테스트는 독해 시험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으며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클로즈 테스트

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Keshavarz와 Salimi(2007)는 100명의 이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 및 연어에 대한 지식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어휘 및 연어능력이 높을수록 클로즈 테스트에서의 수행능력이 높았

다고 보고하면서 클로즈 테스트가 학습자의 어휘 및 연어 지식을 향상시키는 학습 및 평가도구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Chai 외(2020)은 중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인 말레이시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로즈 지문, 전체 그림, 개별 그림, 선

다형 클로즈를 네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네 가지 방식의 클로즈 테스트가 모두 어휘 능력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다형 클로즈는 어휘를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효율적이며 지문 이해의 어려움을 덜어주

고 짧은 시간 내 의미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방식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어휘학습전략과의 관계를 다루

고 있지 않으며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영어 교육에서 어휘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어휘적 관점에서 클로즈 테스트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

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클로즈 테스트가 어휘 학습 및 평가

의 도구로서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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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어휘 능력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클로즈 테스트의 수행능력과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하였

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방의 B대학에서 2020년 2학기 교실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4개 반의 교육전공 2학년 학생 83명

이었으며 그중 어휘 및 클로즈 테스트 과 어휘학습전략 설문지를 다 수행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0명이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 19명과 여자 61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2세이었다. 참여자 대부분(93.8%)은 영어권 국가

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었으며 참여자들은 수능영어시험이 1-3 등급 이내로 중급 이상의 영어 학습자들이며 연구

자는 한 학기동안 각 반 수업과 연구를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은 수업 시간 50분을 활용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먼저 연구 진행에 대한 설명과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 배경 설문지와 어휘학습전략 설문지를 10분, 어휘능력시험 10분, 클로즈 선다형 시험을 20분 간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나이, 성별, 영어권 체류기간, 수능영어 등급, 어휘에 대한 자신감 및 어휘 학습 정도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묻

는 개인 배경 설문지를 실시한 후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30문항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어휘학습전략 설문지는 

Schmitt(1997)의 분류에 근거하고 선행 연구들(김동규, 2017; 김미영, 2011; 김지선, 2011; 오희정, 2010; Park, 2001)을 

참고하여 의미발견전략 8문항(1~8번 문항), 기억강화전략 8문항(9~16번 문항), 인지전략 8문항(17~24번 문항), 상위인

지전략 6문항(25~30번 문항)인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에서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휘능력 시험은 Nation(2001)이 개발한 Vocabulary Levels Test를 사용하였는데 2,000, 3,000, 5,000단어 수준의 문

항들 중 참여자들이 중급 영어수준 학습자들임을 감안하여 5,000단어 수준에서 30문항, 학술 단어 수준에서 30문항을 

추출하여 총 60문항을 작성하였다(부록). 클로즈 테스트 시험지는 빈칸에 적합한 단어를 적어야 하는 클로즈 테스트 고

유의 시험 불안(test anxiety)을 줄이고 채점의 용이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선다형 규칙삭제 클로즈를 사용하였다. 클로

즈 테스트 에 사용된 텍스트는 American Kernel Lessons: Advanced Students’Book (O’Neill et al., 1981)에서 추출된 것

으로 Ionin 외(2012)이 매 7번째 단어를 삭제한 선다형 클로즈 테스트 을 작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지수로 .81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Ionin 외(2012)의 선다형 클로즈 40문항을 참여자들에게 실시하였다(부

록). 연구를 위해 수집된 개인 배경 및 어휘학습전략 전략 설문지, 어휘능력시험과 선다형 클로즈 테스트 의 결과에 대한 

자료들은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어휘능력시험 점수에 근거하

여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이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으며 선다형 

클로즈 테스트 의 수행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4. 결과 및 논의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영어 기능은 읽기(3.59), 듣기(3.43), 쓰기(2.92), 어휘(2.89), 말히기(2.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휘능력에 대해 자기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어 학습에서 참여자들의 어휘 학습 비

중은 매우 낮다 1점에서 매우 높다 5점으로 표시하게 한 결과 평균 3.58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스

스로 영어 어휘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어휘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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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휘학습전략 사용

참여자들이 설문 조사에서 보고한 영어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대해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어휘학습전략 범주별 사용 빈도

어휘학습전략 범주 평균 표준편차 사용 빈도 순위

의미발견전략 4.08 .84 1

기억강화전략 3.58 .87 2

인지전략 3.39 1.01 3

상위인지전략 2.86 1.11 4

전체 전략 3.52  .96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의 어휘학습전략 전체 사용은 평균 3.52이며 의미발견전략이 평균 4.08로 가장 많

이 사용되며 상위인지전략이 평균 2.86으로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다.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 의미를 찾아보거나 추측하

는 의미발견전략과 단어를 암기하는 기억강화전략을 자주 사용하나 단어를 학습을 통해 인지적 구조화하는 인지전략과 

단어 학습을 계획 및 점검하는 상위인지전략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2>는 각 개

별 어휘학습전략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들을 보여준다. 

표 2.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학습전략

전략범주 사용빈도 높은 어휘학습전략(10문항) 평균 표준편차

의미발견 1  모르는 단어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본다 5.06 1.14

의미발견 6  글의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4.69 1.12

의미발견 2  모르는 단어로 문장이나 전체 글이 이해 안되면 사전을 찾아본다 4.68 1.33

기억강화 1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단어를 익힌다 4.35 1.37

의미발견 8  일반 상식, 기존 지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4.19 1.25

기억강화 4  개인 경험과 지식을 연관 지으면서 단어를 익힌다 4.05 1.41

인지 3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하여 단어들에 익숙해진다 3.98 1.46

인지 6  새로운 단어를 이미 학습한 단어들과 연관시켜본다 3.84 1.43

기억강화 7  관용 어구처럼 연관된 단어들은 묶어서 함께 익힌다 3.83 1.43

기억강화 2  반복해서 써보면서 단어를 익힌다 3.81 1.75

합계 4.30 1.33

<표 2>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전략은 의미발견전략이며 다음으로 기억강화전략과 인지전략이었으나 상위인지전략은 포

함되지 않았다. 의미발견전략에는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보기, 문맥 통해 의미 추측하기, 읽기에 장애되는 단어 사전 찾아보

기, 상식과 지식에 의존해서 의미 추측하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기억강화전략으로 반복해서 읽어보기, 경험과 지식에 연

관시켜 단어 익히기, 관용 어구와 묶어서 함께 익히기, 반복해서 써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반복해서 읽어보거나 

써보는 전략은 EFL학습자 대상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다(Fan, 2003; Gu and Johnson, 1996; Jeon, 2007; 

Muzumoto and Takeuchi, 2009; Park, 2001; Schmitt, 1997; Wei, 2007). 인지전략으로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하기, 새로운 단어

를 아는 단어와 연관시켜보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어휘학습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어휘학습 방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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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려는 상위인지전략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참여자들이 어휘 학습을 좀 더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점

검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표 3>에서 가장 빈도가 낮은 어휘학습전략들에서도 반영되어있다. 

표 3.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학습전략

전략범주 사용빈도 낮은 어휘학습전략 (10문항) 평균 표준편차

인지 5  학습한 단어를 실제 상황에 사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3.16 1.44

인지 8  수업에서 배운 단어 이외의 다른 단어들을 학습하려고 노력한다 3.11 1.52

기억강화 6  동의어와 반의어와 연결하여 단어들을 함께 익힌다 3.10 1.37

인지 4  새로 익힌 단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려고 노력한다 3.00 1.42

상위인지 4  어원분석이나 어휘 교재를 활용하여 단어를 학습한다 2.94 1.57

상위인지 5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영어 관련 미디어를 통해 단어를 익힌다 2.93 1.39

기억강화 8  새로운 단어가 나온 문장과 함께 익힌다. 2.87 1.41

상위인지 1  단어 학습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스스로 세운다 2.73 1.57

상위인지 2  계획과 목표를 위해 어휘학습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진다 2.47 1.48

상위인지 3  단어를 잊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습하고 학습 상태를 확인한다 2.46 1.37

합계 2.88 1.45

<표 3>에서 상위인지전략 6개 중 5개가 가장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어휘전략들에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단어 학습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복습하고 어휘 학습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어휘 학습을 위해 어휘 

관련 교재나 영어 매체를 활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강화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왔으나 단어를 동의어나 반의어와 연결하거나 문장과 함께 익히는 기억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다. 다

시 말해 단어들의 의미관계나 문장의 맥락과 함께 어휘를 학습하기보다 새로운 단어를 많이 읽고 써보거나 관용 어구를 

익히는 암기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지전략에 있어서도 학습한 단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 글

이나 말로 표현해보기, 수업에서 배운 단어 이외의 다른 단어들을 학습하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다. 학습한 영어 

단어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국의 EFL 교육 환경에서 매우 제한되며, 교실에서는 수능시험 위주

의 영어 학습과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휘학습전략에 있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어휘학습전략 사용빈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의미발견과 기억강화전략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상위인지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의미발견전략으로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찾거나 문맥이나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측하는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기억강화전략의 경우 단어를 여러 번 읽거나 써보는 기계적 암기가 주

로 사용되었으며 단어 의미관계나 문장을 통해 단어를 익히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다. 인지전략은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해보거나 새로운 단어를 아는 단어와 연관시키는 전략이 자주 사용되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보거나 

글과 말로 표현하는 산출적 어휘학습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수업 이외의 단어들을 익히는 경향이 적었다. 무엇보다 어휘

학습의 목표와 계획, 어휘학습 실행 및 점검이라는 상위인지전략이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주도

적인 어휘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2 어휘능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

영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영어 어휘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Nation(2001)의 Vocabulary Levels Test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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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수준의 어휘 60문항으로 구성된 어휘시험의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을 상위, 중위, 하위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평균 46

점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집단의 수를 각각 28명과 29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위집단은 23명으로 집단 내 점수 표준편

차가 낮게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 집단은 영어 어휘능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어휘시험 점수별 집단 구분

집단 참여자 수 평균(총점 60)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하위 29 36.55 8.03

90.595 .000중위 23 47.57 1.47

상위 28 54.50 2.20

전체 80 46.00 3.90

상위, 중위, 하위 집단 별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전략 범주별로 ANOVA 분석을 한 결과인 아래의 <표 5>에서 먼

저 전체 전략 사용에 있어 각 집단 별 어휘학습전략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네 개의 전략 범주 각각에 있어서도 집

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억강화전략의 경우 유의도가 .050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

려면 .05보다 낮아야 한다. 결국 어휘능력의 차이가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좀 더 구체

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다중분석인 LSD 사후비교 검증을 한 결과 기억강화전략과 상위인지전략 사용에 있어 상위집단

이 중위와 하위집단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집단이 어휘 학습을 계획, 실행 및 점검을 하고 어휘 기억 노

력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분석된다. 

표 5. 어휘능력 집단별 어휘학습전략 사용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LSD

전체 전략

상위 3.77 .81

2.175 .121 상,중,하중위 3.37 .60

하위 3.40 .87

합계 3.52 .79

의미발견전략

상위 4.18 .79

.708 .496 상,중,하중위 4.14 .69

하위 3.93 .99

합계 4.08 .84

기억강화 전략

상위 3.91 .86

3.120 .050 상>중,하중위 3.40 .66

하위 3.42 .96

합계 3.58 .87

인지 전략

상위 3.67 1.09

1.661 .197 상,중,하중위 3.25 .88

하위 3.23 1.00

합계 3.39 1.01

상위인지 전략

상위 3.16 1.22

2.555 .084 상>중,하중위 2.46 .89

하위 2.88 1.12

합계 2.8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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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LSD 사후비교 검증에서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가 난 개별 어휘학습전략들이다. LSD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다중 비교를 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학습전략은 각 범주마다 하나씩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상위집단은 중, 하위 집단에 비해 ‘접사 및 어근을 분석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동의어와 반의어와 함께 단

어를 익힌다’,‘수업에서 배운 단어 이외의 단어들을 학습하려 노력한다’,‘단어 학습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스스로 세운

다’는 어휘학습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이외 대부분의 어휘학습전략들을 세 집단 모두 비슷하게 사용하였다. 

표 6. 어휘능력 집단별 사용빈도 차이가 나는 어휘학습전략

범주 어휘학습전략 상위 중위 하위 F 유의확률 LSD

의미발견 접사 및 어근을 분석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4.21 3.48 3.38 7.550 .001** 상>중.하

기억강화 동의어와 반의어와 함께 단어를 익힌다 3.68 2.74 2.83 4.151 .019** 상>중.하

  인지 수업에서 배운 단어 외의 단어들을 학습하려 노력한다 3.64 2.52 3.07 3.700 .029** 상>하>중

상위인지 단어 학습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스스로 세운다 3.18 1.91 2.93 4.965 .009** 상,하 >중

**

p<.05

어휘학습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영어 어휘능력이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어휘학습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한다(Fan, 2003; Gu and Johnson, 1996; Han, 2008; Jeon, 2007; Schmitt,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휘

능력이 높은 집단이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수가 전략 

연구로는 80명이 소수이며, 동일 학교, 동일 학년과 전공의 학생들이어서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비슷했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4.3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

클로즈 테스트는 영어 학습자의 어휘 및 문법, 전반적인 담화능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진다.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이 참여자의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참여자들의 어휘 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표 7>은 두 시험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8>은 클로즈 테스트 점수에 따라 상, 중,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어휘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어휘 점수 46.00(총점 60점) 9.18
.469** .000

클로즈 테스트 점수 26.95(총점 40점) 4.73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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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클로즈 테스트 점수별 집단 구분 

집단 참여자 수 평균(총점 60)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하위 29 21.52 4.14

97.005 .000중위 23 26.83 .81

상위 28 31.54 1.99

전체 80 26.95 4.73

영어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에 따라 나눈 상위, 중위, 하위집단에서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는

지를 전략 범주별로 ANOVA 분석하였으며 <표 9>는 분석 결과이다.

표 9. 클로즈 테스트 집단별 어휘학습전략 사용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LSD

전체 전략
상위 3.64 .616

.515 .600 상,중,하중위 3.46 .784

하위 3.44 .983

합계 3.52 .790

의미발견전략
상위 4.19 .518

.410 .665 상,중,하중위 4.05 .863

하위 3.98 1.103

합계 4.08 .838

기억강화 전략
상위 3.67 .802

.231 .795 상,중,하중위 3.55 .821

하위 3.52 1.022

합계 3.58 .868

인지 전략
상위 3.52 .857

.427 .654 상,중,하중위 3.28 1.065

하위 3.36 1.126

합계 3.39 1.009

상위인지 전략
상위 3.02 .914

.537 .587 상,중,하중위 2.82 1.221

하위 2.70 1.227

합계 2.86 1.118

**

p<.05

먼저 전체 전략 사용을 보면 영어 어휘능력 집단 별 어휘학습전략 사용에서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영어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 집단 별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서도 상위 3.64, 중위 3.46, 하위 3.44로 LSD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다중 

비교를 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네 개의 어휘학습전략 범주에서도 LSD 사후검정의 집단 간 다

중 비교를 한 결과를 통해서도 클로즈 테스트 집단 별로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능력 집단 경우 다중분석인 LSD 사후비교 검증을 한 결과 기억강화전략과 상위인지전략에서 상위집단이 중위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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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 집단 경우 LSD 사후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어휘학습전략 범주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클로즈테스트 수행능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은 어휘능력과 전략 사용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LSD 사후비교 검증에서 어휘능력과 달리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의 세 집단에서 각 개별 전략 사용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으로 나누어진 세 집단이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앞에서 어휘능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별 참여자 수가 적었고 

참여자들의 전반적 영어 능력이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클로즈 테스트 문항들이 담화의 맥락에 맞는 어휘

를 직접 산출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제시된 단어들 중 선택하는 선다형 방식으로 작성되어 시험 방식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시사점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어휘능력은 기본이며 어휘능력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어휘학습전략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어떠한 어휘학습전략들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어휘능력과 클

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어휘학습전략은 의미발견전략과 기억강화전략이며 가장 적게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은 상위인지전략이었다. 

그리고 영어 어휘능력에 따라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차이가 없었다. LSD 사후비교 검증에서는 상위집단이 중위와 하

위집단에 비해 기억강화전략과 상위인지전략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미 추측에서 접사 및 

어근 분석 전략을 더 사용하며,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동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학습하며, 수업에서 배운 단어 이외의 단

어들을 학습하려 노력하며 단어 학습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더 많았다. 한편 영어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에 따

라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LSD 사후비교 검증에서도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어휘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지만 어휘능력과 어휘학습전

략 사용 그리고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학습전략들이 어휘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과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어휘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수가 제한되고 참여자들의 집단 별 영어능력과 

어휘능력의 다양성이 크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어휘학습전략 훈련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학습전략에서 상위인지전략의 사

용을 높여야 한다. 상위인지전략은 어휘학습 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 영어 학습자인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휘학습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및 점검하는 상위인지전략을 통해 주도적인 어휘학습이 가능

하도록 명시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억강화전략과 인지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

휘수업모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어휘학습전략 선행 연구들(Gu and Johnson, 1996; Jeon, 2007; Schmitt, 1997)에서도 

어휘능력이 높을수록 어휘를 기억하는 기억강화전략과 새로운 단어를 기존 지식과 결합하는 인지전략을 효과적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어휘학습 및 평가 도구라고 여겨지는 클로즈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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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어휘능력과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

성이 있었지만 클로즈 테스트 수행능력이 어휘학습전략 사용과 상관성이 없었다. 그렇지만 클로즈 테스트는 어휘를 개

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 학습한 영어 단어를 문장이나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어휘학습 및 

평가 도구이며 나아가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이 보완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영어 능력을 가진 다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학습전략과 클로즈 테스트와의 상관성에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

기 위해 어휘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휘학습과 어휘능력 평가를 위해 클로즈 테스

트의 유용성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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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어휘시험 Sample

Vocabulary Test               Name ________   

1)  1 balloon

2 federation     _____ bucket

3 novelty       _____ unusual interesting thing

4 pail          _____ rubber bag that is filled with air

5 veteran

6 ward

2)  1 alternative

2 ambiguous    _____ last or most important

3 empirical     _____ something different that can be chosen  

4 ethnic        _____ concerning people from a certain nation  

5 mutual

6 ultimate 

3) . . .

클로즈 테스트 Sample

                                                  Cloze Test                                      Name:____________

Please choose one answer from three options given for each item in the following passage..Joe came home from work 

on Friday. It was payday, but he wasn’t (1) ①even ②more ③ever excited about it. He knew that (2) ①then ②when ③

while he sat down and paid his (3) ①checks ②bills ③salary and set aside money for groceries, (4) ①driving ②pay ③

gas for the car and a small (5) ①deposit ②withdrawal ③money in his savings account, there wasn’t (6) ①quite ②not ③

too much left over for a good (7) ①pleasure ②leisure ③life. He thought about going out for (8) ①eat ②dinner ③eating 

at this favorite restaurant, but he (9) ①just ②only ③very wasn’t in the mood. He wandered (10) ①around ②at ③i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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