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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어 화자에게 어휘 이해와 표현은 자동적인가? 아니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가? 그동

안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교육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으로 발

전하였으나, 모어 화자의 전략적 어휘 이해와 표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고 과정은 모어 화자들에게는 너무나 자

연스러운, 즉 자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또는 학

습자들이 어휘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알고 있는 어휘 양이 적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의 저하

를 보고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의 저하가 단순히 알고 있는 어휘가 

적기 때문이라거나,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학습자들이 어휘를 실제적인 맥락

에서 전략적으로 이해하거나 표현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

한 경험이 풍부하다면 적은 수의 어휘를 알고 있더라도 어휘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

해하고 표현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휘 지식의 양보다는 실제 어휘 수행 능력

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수행 능력과 연결시켜 주는 목표 지향적

인 인지 과정을 ‘전략’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동안 전략에 대한 논의는 기능 영역에

서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문법 영역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며 특히 어휘 전략

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논의나 실제적 논의 모두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우리의 어휘교육은 여전히 어휘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 학습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교과서에 제시되는 내용은 명제적 성격이 강하며, 학습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당

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 전략적 능력을 이론적으로 도식화하고,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어휘 전략 교육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어휘교육에서 어휘 전략의 교육적 위상을 검토하는 한편 어휘 수행 전

략의 교육적 가치를 ‘어휘교육의 실제성 담보’와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 실천’의 관점

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능력’을 포함한 ‘어휘 능력 모형’을 어휘교육의 목표로서 



- ii -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어휘교육의 목표는 첫째, 지식적 차원에서 어휘 지식과 백과

사전적 지식을 확충하고, 둘째,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 전략 능력과 표현 전략 능력을 신

장하고, 셋째, 태도의 차원에서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와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를 함양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어휘 수행을 위해 지식과 전략적 능력, 태도가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략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전략이 의사소통 이론, 

국어과의 하위 영역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는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어휘 수행 전

략’의 개념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보다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전략’

으로 개념화하는 한편, 전략의 특성을 ‘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서 목표 지향적 문제 해

결 과정인 동시에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으로 논의하였다. 어휘 수행 전략은 다시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어휘 이해 전략’과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어휘 표현 전략’으로 

나누었다. 이후 이들 전략을 언어 외적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략과 회피 전략’, ‘개인적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의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과 ‘어휘 이해와 표현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

종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언어 내적 기준에 따라 ‘맥락 이용 전략, 어휘적 전략, 문법

적 전략, 참조 전략’으로 나누어 상세히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3학년 학습자 246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전

략 사용 정도를 각각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어휘 능력 평가 도

구와 어휘 전략 사용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

(r=0.57, p=0.00)’가 나타났으며,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r=0.68, p=0.00)’가 성립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

해 전략 사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r=0.37, p=0.00)’가 성립하였으며,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r=0.27, p=0.00)’가 성립하였다. 

또한 이 둘을 포괄한 어휘 능력 전반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

(r=0.46, p=0.00)’가 성립하였다. 이로써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에는 어

느 정도 뚜렷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전략별로 상관계수가 높은 전략들을 도출하는 한편, 어휘 능력에 따라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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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큰 전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피 

전략에 대해서는 어휘 능력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휘 능력과 정적 상관계

수가 가장 높은 전략은 어휘 이해의 경우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하는 전략이었으며, 표현의 경우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전략이었다. 또한 맥

락을 고려한 어휘 의미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도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Ⅲ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학습자 유

형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와 둘째,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제시하였

다. 

Ⅳ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였다. 먼저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는 어휘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미시 목표로서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을 알고 다양한 유형의 어휘 수행 전략을 안다.’와 ‘어휘 수행 전략을 식별·

분류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점검·조정·평가할 수 있다.’를 제

시하였다. 한편 어휘 수행 능력의 신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어휘를 통해 인지 능력을 정

교화하고, 상상력·창의력 등의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어서 어휘 수

행 전략 교육의 제시 방향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를 ‘어휘 수행 전략, 언어 자료, 교수·학습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인식,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례에 대한 식별

과 분류, 평가,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경험을 통한 수행 전략의 내면화’ 등을 중심으로 어

휘 수행 전략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동의 실제에 대한 사례

를 ‘어휘 이해 전략 교육 활동, 어휘 표현 전략 교육 활동,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국어 어휘교육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어휘 수행 전략을 

개념화하고,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연

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향후 어휘 수행 전략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가 활

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국어교육, 어휘교육, 어휘 능력, 어휘 이해 능력, 어휘 표현 능력, 어휘 전

략, 어휘 수행 전략, 어휘 이해 전략, 어휘 표현 전략, 어휘 능력 평가 도구, 

어휘 전략 평가 도구, 상관관계

* 학  번 : 2014-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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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어 화자들은 어휘를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표현1)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서 시작한다. 그동안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교육2)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

로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모어 화자의 전략적 어휘 이해와 표현에 대해서는 논의

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의 실제성을 중심으로 어휘교육의 철학을 논한 신명선

(2017: 171)에서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어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현재까지도 여전’하다고 하면서, 그 원인의 한 가지로 ‘모어 화자를 대

상으로 하므로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위상은 낮다는 오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고 과정은 모어 화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즉 자동

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또는 학습자들이 어휘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알고 있는 어휘 양이 적기 때문(즉, 어휘 지식

의 양적 부재)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차경미·이기연, 2019: 135-136). 

그럼에도 동시에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의 저하를 보고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 연구자

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임성규, 2000; 민현식, 2001; 이충우, 2001; 김

명순, 2003; 김창원, 2012; 원진숙, 2013; 강보선, 2013; 서혁 외, 2014 등).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의 저하가 단순히 알고 있는 어휘가 

적기 때문이라거나,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도 어휘교육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

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인식에 갇혀 있는 한 어휘교육의 개신은 요원하

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어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휘는 그냥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 보면 된다. 그것 외에는 딱히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없다.’라는  어휘교육

1) 어휘 표현을 논자에 따라 어휘 사용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일반적

으로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휘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강보선

(2013)의 논의를 따라 ‘어휘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휘교육’은 미등재어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붙여 쓰기 하

였다. ‘문법교육’ 역시 일괄적으로 붙여 적었다. 이외의 단어 중 미등재어는 모두 띄어쓰

기 하였다. 이후 <표준>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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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현재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의 저하는 어휘를 실제적

인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이해하거나 표현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다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선(2017: 196)에서는 어휘의 양 혹은 지식의 

목록이 많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실제로 어휘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적은 단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을 강화하여 적은 단어를 더 많은 상황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지식의 양보다는 실제 수행 능

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수행 능력과 연결시켜 주는 구체적인 행동 계

획을 ‘전략’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학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능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천경록(1995), 최영환(2003), 최현섭 외(1998) 등에서

는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로 보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전략이라는 개념이 성취 기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

기·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전략’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기

능 영역에서 전략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문법 영역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

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어휘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논의나 실제적 논의 모두 이

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어휘교육은 여전히 어휘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 학습에 주력

하고 있다. 그 결과 교과서에 제시되는 내용은 명제적 지식의 성격이 강하며, 학습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

컨대,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을 상위어 또는 하위어로 바꾸어 보

거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한 표현 등은 매우 중요한 어휘 표현 전략일 수 있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 관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구현한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살펴

보면, 상하(위) 관계와 관련하여 단순히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라는 개념적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실제적인 어휘 능

력의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실제 수행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 전략적 능력을 이론적

으로 도식화하고,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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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어휘 수행 전략이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

휘를 보다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

서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 과정인 동시에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이라는 특성을 지

닌다. 

먼저 Ⅱ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적 없었던 국어 어휘 전략 교육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

기 위해 어휘교육에서 전략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휘 전략의 교육적 

가치를 첫째, 어휘교육의 실제성 담보, 둘째,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 실천으로 설정하

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능력’을 포함한 어휘 능력 모형을 어휘교육의 목

표로서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어휘교육의 목표는 첫째, 지식적 차원에서 어휘 지식

과 백과사전적 지식을 확충하고, 둘째,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 전략 능력과 표현 전략 능

력을 신장하고, 셋째, 태도의 차원에서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와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를 함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어휘 수행을 위해 지식과 전략적 능력, 태도가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

략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전략이 의사소통 이론, 국어과의 하위 영역에서 어떠한 개

념으로 사용되는지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전략, 어휘 학습 전략, 어휘 수행 전략을 

개념화하였다. 어휘 수행 전략은 다시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낯선 어휘

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어휘 이해 전

략’과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자 할 때 사용하는 ‘어휘 표현 전략’으로 나누었다. 이후 이들 전략을 언어 외적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략과 회피 전략’, ‘개인적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 ‘인지 전략과 상위 인

지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의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과 ‘어휘 이해

와 표현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언어 내적 기준에 

따라 ‘맥락 이용 전략,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참조 전략’으로 나누어 상세히 논의하

였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가? 현재 어휘 전략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기에 그 교육적 필요성을 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어휘 전략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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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였다. 동시에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정도

를 평가할 수 있는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를 마련하여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

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자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별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차이를 통계적으

로, 또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어휘 

수행 전략의 특성에 적합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Ⅲ장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의 실제성과 이론적 정합성

을 갖춘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어휘 전략 교육이 중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도, 실천적 논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에 교육적 실제를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

는 어휘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미시 목표로서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

을 알고 다양한 유형의 어휘 수행 전략을 안다.’와 ‘어휘 수행 전략을 식별·분류하고, 이

를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점검·조정·평가할 수 있다.’를 제시하였다. 한

편 어휘 수행 능력의 신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어휘를 통해 인지 능력을 정교화하고, 상

상력·창의력 등의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어서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의 제시 방향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

용의 구성 요소를 ‘어휘 수행 전략, 언어 자료, 교수·학습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인식,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례에 대한 식별과 분류, 평가,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경험을 통한 수행 전략의 내면화’ 등을 중심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

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동의 실제에 대한 사례를 ‘어휘 이해 전

략 교육 활동, 어휘 표현 전략 교육 활동,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고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교육에서 어휘 전략 교육의 위상을 정립한다(Ⅱ장). 

둘째,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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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의 실제성과 이론적 정합성을 갖춘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한다(Ⅳ장). 

2. 연구사

본고에서는 연구사를 크게 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어휘 전략에 대한 연구로

서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어휘 전략 연구를 살펴보는 한편, 관련 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에서의 전략 논의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는 어휘 능

력에 대한 개념화 및 어휘 능력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의 하

위에 전략적 능력을 포함시키고자 하므로 어휘 능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할 도구 마련이 필요하므로, 어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한 논의도 살펴보았다. 

2.1. 전략 및 어휘 전략에 대한 연구3)

(1) 국어교육에서의 전략 및 어휘 전략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에서 전략 논의는 주로 기능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논의로 

천경록(1995), 최영환(2003), 최현섭 외(1998) 등이 있다. 이 중 천경록(1995)는 국어

교육에서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이른 시기의 연구로, 당시 그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

지 않은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을 비교한 연구이다. 천경록(1995)에서는 전략을 ‘행위

자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현섭 외(1988: 48)에서는 언어활동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가 하는 주관적인 판단

과 선택을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략에 대한 연구는 언어활동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최영환(2003)은 가네(Gagne et al., 1993: 35)의 ‘목표 지향적인 인지 

과정’이라는 전략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국어 사용의 장면에서 ‘전략’의 핵심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어 사용 과정에 대한 지식’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효율적인 과정’으로서의 전략, 과정적 지식의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

개하는데, 이 관점은 모어 화자의 능숙한 언어 사용에 있어 ‘자동화된 전략’을 살펴보는 

3) 이 항의 내용은 차경미·이기연(2019)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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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최영환, 2003: 122-129).

한편 전략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문법 영역에서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논의

로 유미향(2017)이 주목된다. 유미향(2017)에서는 학습자들이 쓰기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법 전략을 ‘수사학적 문법 전략’으로 개념화하여, 1) 위치 이동 전략 

2) 정보 이동 전략 3) 관점 이동 전략 4) 관습 이동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학

습 전략으로서 질문하기, 소집단 토의 등의 전략이 국어교육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4)

주지하듯이 어휘 수행 전략과 관련된 국어교육학 논의는 일천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이기연(2006), 차경미·이기연(2019)의 논의와 신명선의 일련의 논의들(2004ㄴ, 

2009ㄱ, 2009ㄴ, 2010, 2017)이 주목된다. 

먼저 어휘 이해 전략과 관련해서는 모어 화자의 어휘 추측 전략을 체계화한 이기연

(2006)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이기연(2006)에서는 중ㆍ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어를 제시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1) 문맥 활용 2) 발음의 유사성 활용 3) 한

자 지식 활용 4) 정서적 느낌, 어감 활용 5) 스키마 활용 6) 메타언어적 지식 활용 전략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략은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들로서 본고에서도 어휘 이해 전략을 도출하는 데 이들 전략을 포함

시켜 다루었다. 

다음으로 어휘 표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신명선(2009ㄱ)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신명

선(2009ㄱ)은 어휘 사용5)의 기제를 인지심리학과 인지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

하여 사용 과정에서의 어휘 전략을 밝힌 연구이다. 신명선(2009ㄱ)에서는 어휘 사용의 

과정을 도식화하고, 어휘 사용 전략을 크게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는 모어 

화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인 어휘 사용이라는 현상을 가시적으로 단계화하

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명선(2009ㄴ)은 텔레비전 토론 담화, 드라마 담화 등을 분석하여 어휘가 담화를 구

4) 질문하기 전략은 선주원(2004), 박수자·임미경(2018) 등의 논의를, 소집단 토의 전략은 

전은주(2005)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전략과 별도로 교수자를 위한 교수 전략에 대

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 수행을 어휘 표현이라 명명하였으나, 원저에서는 이를 ‘어휘 사

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원저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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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데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여기서는 담화 참여자들이 어휘

의 의미나 가치 등을 세밀하게 인식하면서 상대방의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인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후행 담화를 구성함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모어 화자들

의 전략적 어휘 사용의 일면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신명선(2010)은 모어 화자들이 상하위어를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활용

하는 상하위어 선택의 기제와 그 표현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위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범주의 공통적 특성이 강조되고, 범주 구성원의 구체적 특

성이 은폐되는 반면, 하위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범주 구성원의 변별적 특성이 강조되

고, 범주 구성원의 구체적 특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하위어의 

선택 기제는 모어 화자들이 단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인지적 사고의 한 부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경미·이기연(2019)은 모어 화자들이 실제로 단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떠한 전략들을 활용하는지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이

다. 이 연구에서는 일견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는 어휘 표현 과

정이 사실은 매우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점을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밝

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모어 화자들의 사고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 표현 

전략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본고의 어휘 수행 전략 분류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신명선(2004ㄴ, 2017)에서는 어휘 능력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면서, 어휘 

능력의 하위 요소에 전략적 능력을 포함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어 어휘교육 연구에서 어

휘 능력의 하위에 전략적 능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어교육학 연구에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연구는 어휘 사용의 기제를 이론화한 연

구(신명선, 2009ㄱ)와 모어 화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이기

연, 2006; 차경미·이기연, 2019), 그리고 구체적인 어휘 수행 전략의 효과를 분석한 연

구(신명선, 2009ㄴ; 신명선, 2010), 어휘 능력에서 전략적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

(신명선, 2004ㄴ; 신명선, 201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을 볼 때, 

현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요청된다. 첫째,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필요성 정립에 대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어휘 수

행 전략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명선(2009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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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선(2010)  등과 같이 국어학 및 인지언어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개별 수행 전략들

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별 수행 전략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현

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을 교육했을 때,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는 어

떠한 변화가 있는지, 교수·학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

구가 풍부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과 관련된 목표론, 내용

론, 방법론, 평가론 등의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문제들 중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내용과 구체

적인 활동 방법을 제시하는 데 주목하였다.   

(2)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에서의 전략 및 어휘 전략에 대한 연구

주지하듯이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에서는 전략 능력이 매우 중요한 언어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략 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여기서는 어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에서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이정민(2010), 이경(2015), 최일·김원경(2017) 등의 논

의를 참조할 수 있다. 먼저 이정민(2010)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논

의이다. 이 연구에서는 슈미트(Schmit, 1997; 2000)에서 제시한 58가지의 어휘 학습 

전략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맞게 수정하여 총 50개의 어휘 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어

휘 학습 전략은 크게 처음 보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이해 전략과 

어휘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억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

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 학습 전략을 체계화하고 각 전략의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학습 전략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어휘 학습에 국한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행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이와는 달리 이경(2015)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휘 표현 상황에서 학습자의 전략을 ‘문

제 해결 전략’과 ‘어휘 운용 전략’으로 구분하고 학습자의 문·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의 전략의 구체적 실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문제 해결 전략은 ‘제1언어 근거 전

략, 제2언어 근거 전략, 초인지 전략, 담화 상대방 근거 전략, 상황 맥락 근거 전략’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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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어휘 운용 전략으로는 ‘내용 구성 전략, 형식 결정 전략, 담화 조직 전략, 담

화 결속 및 응집 전략’과 ‘초인지 전략(수행 점검하기, 수행 평가하기), 상황 맥락 정보의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다룬 ‘어휘 운용 전략’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어휘 수

행 전략’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본고에서는 ‘어휘 운용’이 어휘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어휘 이해와 표현을 모두 포괄하는 ‘어휘 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최일·김원경(2017)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듀

르나이와 스콧(Dörnyei & Scott, 1997)의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참고하여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휘 표현 전략을 크게 의사소통의 지속을 위한 

전략과 의사소통의 효과를 위한 전략으로 양분하였다. 또한 각 전략들은 모국어에 근거

한 전략과 목표어에 근거한 전략으로 나누었다. 이 논의에서는 의사소통의 지속을 위한 

전략이 보다 상세히 논의되었는데, 이는 어휘 표현 자원의 절대적인 한계로 인하여 한국

어 학습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효과성보다는 의사소통의 지속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모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적절성

과 타당성 등 보다 효과적인 어휘 표현에 방점이 놓인다. 

다음으로 영어교육(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에서의 어휘 전략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어지는 어휘 

능력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영어교육 논의에서 전략적 능력은 어휘 능력

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어휘 능력의 구인을 밝히고자 한 초기의 연

구인 샤펠(Chapelle, 1994)에서는 바크만(Bachman, 1990; Bachman & Palmer, 

1996)이 제시한 언어 능력의 구인을 바탕으로 어휘 능력의 구성 요인을 1) 어휘 사용 맥

락 2) 어휘 지식과 기본적 처리 과정 3) 어휘 사용에서의 초인지적 전략으로 제시하였

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어

휘 이해 전략과 관련해서는 리드(Read, 200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전략은 수

용적인 상황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1) 자주 사용되는 어휘 이해 전략들(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63) 

1.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간다.

2. 단어를 사전이나 용어 해설 목록에서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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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나 능숙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 본다.

4. 맥락상의 단서를 이용하여 뜻을 추론해 보려고 한다.

1번 전략의 경우 본고에서 논의한 ‘회피 전략’으로서 적극적인 어휘 이해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2번 전략은 사전 등의 언어 자원을 참고하는 전략이며, 3번 전략은 사회적 전

략, 4번은 의미 추론 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맥락 단서 활용 전략이다. 리드(Read, 

2001)의 논의는 어휘 평가에 대한 종합적 논의로서, 본고와 같이 어휘 수행 전략을 본격

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어휘 이해 전략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다음으로 어휘 표현 전략과 관련해서는 블룸-쿨카와 레벤스턴(Blum-Kulka & 

Levenston, 1983), 타론, 코헨과 뒤마(Tarone, Cohen & Dumas, 1983) 등의 연구가 

참조가 된다. 이들 논의에서는 외국어 학습자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 표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2) 자주 사용되는 어휘 표현 전략들(Blum-Kulka & Levenston, 1983; 

Tarone, Cohen & Dumas, 1983)

1. 바꾸어 말하기

2. 언어 전환하기

3. 상위어 사용

4. 권위에 호소

1번 전략은 흔히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라고도 불리는 전략으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대체어를 활용함으로써 어휘 표현을 이어나가는 전략이다. 2번 전략은 외국어 

학습 이론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자신의 모국어나 그 밖의 활용 가능한 언어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경우 외국어 학습에서 상정하는 이

상적인 표현 전략은 아니지만, 언어 자원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2번 전략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번 전략은 크게 보면 1번 전략과 유사한데,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하위어를 모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

략이다. 반면에 국어교육의 경우, 상위어 표현 전략은 표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

략으로 단순히 하위어를 몰라서 상위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상위어의 표현 효과, 즉 

구체성이나 개별성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4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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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전략으로서 교사나 모어 화자 등 권위가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 어휘 표현을 

하는 경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에서의 어휘 수행 전략의 경우 모어 교육

과 대상 학습자의 성격이 다른 만큼 동일한 이름의 전략이라 하더라도 해당 전략의 성격

이나 교육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 연구에 비해 한국어교육 및 외국

어교육에서의 어휘 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2.2.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

(1) 어휘 능력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시도

먼저 어휘 능력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어휘 능력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를 살펴보았

다. 전략적 능력을 어휘 능력의 구조 속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본고에서 어휘 능력에 대

한 이론적 검토는 필수적이다. 다만, 해당 연구는 국어 어휘교육 연구의 한 축을 이룰 만

큼 상대적으로 연구사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한 논의들로 한정하여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먼저 어휘 능력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철학서인 마르코니(Marconi, 1997)의 논의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저에서는 먼저 ‘lexical competence’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모어 

화자의 어휘 능력을 개념화하였다. 또한 어휘 능력의 두 축을 ‘지시 능력(referential 

competence)’과 ‘추론 능력(inferential competence)’으로 이론화하였다. 지시 능력의 

핵심은 목표 개념이나 대상을 단어와 짝 지을 수 있는 ‘명명’ 능력과 단어를 정의하는 등

의 ‘적용’ 능력이다. 또한 추론 능력의 핵심은 의미적 추론, 환언, 정의, 유의어 찾기 등 

단어 사이의 연결망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논저는 기존의 의미론에서 어휘 능력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는 한편, 어휘 능력을 지식의 차원이 아닌 ‘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마르코니(Marconi, 1997)의 논의는 20세기에 이루어진 연구

이지만, 인공지능(AI)이 어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어 

현대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어휘 능력의 개념 및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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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김광해(2003)는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양분하여 어휘력의 구조

를 제시하였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어휘 능력을 ‘양’과 ‘질’이라는 두 차원에서 바라보

는 관점을 정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질적 능력’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해’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어휘 표현 능력’과 관련된 교육 목표 설정에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 

다음으로 신명선(2004ㄴ)에서는 어휘 능력을 어휘에 대한 지식과 지식 구조를 바탕

으로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한 후(전략적 능력)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총체적

인 과정으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신명선(2017)에서는 어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

라 ‘언어(지식) 중심 관점, 인지 중심 관점, 맥락 중심 관점, 성향 중심 관점, 소통 중심 

관점’ 어휘 능력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어휘 능력을 보다 

다원적,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본관(2011ㄱ)은 어휘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어휘 능력을 ‘지식, 기능, 태도’ 차

원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그에 따르면 어휘교육의 목표는 학습

자의 어휘 능력의 향상이며, 이때 어휘 능력에는 어휘에 대한 지식과 어휘에 대한 활용

이 포함된다. 어휘 능력에 태도가 포함되는지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태도를 어휘 능력 또는 어휘교육 목표로 포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에 대한 활용은 이해와 표현 양 측면을 포함하며, 이해는 

듣기, 읽기, 문학 감상 등과 같은 영역과 밀접하며, 표현은 말하기, 쓰기, 문학 창작과 밀

접하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 사용 능력에는 규범적 사용과 창의적 사용이 포함된다.      

임지룡(1998), 이기연(2012) 등에서는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어휘 능력 평가와 관

련지어 다루고 있다. 임지룡(1998)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휘력 

평가 요소를 추출하여, 어휘력의 구성 요소를 1) 어휘의 이해와 사용 2) 어휘 용법의 이

해와 사용 3) 어법의 이해와 사용으로 나눈 바 있다. 첫 번째 능력은 어휘의 개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며, 두 번째 능력은 어휘의 용법을 정확히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어법의 이해와 사용은 의미 능

력보다는 문법 능력에 가까운 어휘 능력으로서, 어법에 맞게 어휘를 사용하는가와 관련

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어휘력을 크게 ‘이해’와 ‘사용(본고에서는 표현)’으로 논의하

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어휘 능력을 크게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으로 나

눈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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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기연(2012)은 어휘 능력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면서 어휘 능력의 요소를 구체

적으로 다루고 있어 참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에 따라 어휘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로 대별하였는데, 본고와는 

달리 ‘기능’ 영역에서 어휘 이해와 표현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

는 기능은 어휘 이해나 표현 어느 한 쪽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이기연, 2012: 104).

이상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어휘 능력을 ‘양’과 ‘질’로 구분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어휘 능력을 어휘 이해와 표현으로 나눈 논의들도 있다. 최근에는 어

휘 능력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지식, 기능, 태도’로 삼분하는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

다. 한편 어휘 능력의 하위에 전략적 능력을 포괄하여 논의한 연구는 신명선(2004ㄴ, 

2017)이 유일하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논의나 언어 능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략적 

능력이 빠짐없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휘 능력에서 전략적 능력에 대한 

논의는 태동기라고 볼 수 있다. 

(2) 어휘 능력 평가 도구 개발 

국어교육학에서 어휘 능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어휘 평가 요소

를 밝힌 연구6)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휘 능력 평가 도구를 실제

로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한 연구는 많지 않다.7) 여기서는 비교적 어휘 능력 평가 도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어교육 논의를 살펴본 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국

어교육 논의로 이경·김수은(2014), 이경숙(2014)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어교육에서 잘 알려진 어휘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8)

6) 어휘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임지룡(1988), 이문규(1998), 이도영(2011), 이기연

(2011), 이기연(2012), 신명선(2015ㄱ) 등이 있다. 또한 현재의 어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의로 최웅환(1998), 이관식(2000), 하성욱(2008), 조현용(2011) 등이 있다.  

7) ‘어휘 평가’ 등으로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 어휘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보다 평가 도구로

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가 훨씬 많다. 평가 도구로서의 어휘라 함은 ‘바닥 충격음 정적 평

가 어휘’, ‘아파트 외장 색채 평가용 감성 어휘’ 등 특정 목적의 평가를 위해 적절한 평가 

어휘들을 목록화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언어 전문가가 아닌 연구자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언어 전문가와의 학제 간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8) 렉스튜터(lextutor) 누리집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https://www.lextutor.ca/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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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평가 도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영어교육에서는 평가 도구를 ‘수용적/생산적’

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적’이라는 것은 듣기나 읽기와 같은 수

용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을 뜻하고, ‘생산적’이라는 것

을 단어를 말하기나 쓰기의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영어교육 논의에서는 학

습자의 ‘수용(적) 어휘(receptive vocabulary)’ 또는 ‘생산(적) 어휘(productive 

vocabulary)’ 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9) 국어교육학 논의에서는 이들 용어가 일반적

이지 않을뿐더러, ‘수용적’이라는 단어가 자칫 어휘 이해가 수동적이라거나 소극적이라

는 뜻을 함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어휘 이해’ 및 ‘어휘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0)11)  

이들 도구는 ESL이나 EFL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9) 이는 각각 ‘수동적 어휘’, ‘능동적 어휘’라고도 불린다(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214).

10) 다만 관련 연구를 인용할 때에는 원저에서 사용한 ‘수용적/생산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1) 물론 ‘수용적/생산적’이 ‘어휘 이해/표현’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어휘 이해는 어휘에 

명칭

수용적(receptive) 

어휘 평가/

생산적(productive) 

어휘 평가

관련 연구

EVST 수용적
메아라와 존스(Meara & 

Jones, 1988)

VLT(Vocabulary Levels 

Test)
수용적 네이션(Nation, 1990)

WAT(Word Associates 

Test)
수용적 리드(Read, 1993)

VLT(Vocabulary Levels 

Test) Productive
생산적

라우퍼와 네이션(Laufer & 

Nation, 1999)

VST(Vocabulary Size Test) 수용적
네이션과 베글러(Nation & 

Beglar, 2007)

PVST(Phrasal VST) 수용적
마르티네즈와 슈미트(Martinez 

& Schmitt, 2012)

PVST(Picture VST) 수용적
안토니와 네이션(Anthony & 

Nation, 2017)

<표 1> 영어 기반 어휘 능력 평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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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각의 평가 도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 분야에서는 네이션

(Nation)의 연구 성과가 가장 눈에 띈다. 네이션(Nation, 1990)에서는 ‘VLT’라고 불리

는 수용적인 어휘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6개의 단어 중 3

개의 단어를 오른쪽에 제시된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연결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능력이 있으나, 어휘 이해 능력의 가장 핵심은 단어

의 사전적인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보아 이러한 도구를 제작하였다. VLT는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면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 네이션은 라우퍼와 네이션(Laufer & Nation, 1999)

에서 생산적인 어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VLT Productive(PVLT라고도 함.)’를 개발

하였다. 이 평가 도구는 제시된 문장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넣는 것으로, 

C-test(Cloze test, 빈칸 메우기 시험)의 일종이다. 이러한 빈칸 메우기 시험이 생산적

인 어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빈칸 메우기 시험은 평가 

도구의 제작이나 채점 면에서 실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VST는 학습자의 

어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정의를 고르는 선다

형 시험이다. 이후 VST는 문장 대신 구가 제시되는 PVST(Phrasal VST), 사진이 제시

되는 PVST(Picture VST) 등으로도 개발되었다. 

다음으로 메아라와 존스(Meara & Jones, 1988)의 EVST(Eurocentres Vocabulary 

Size Test)는 학습자의 어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많은 수의 단어를 제시하고, 

각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점검표 유형의 시험이다. 또한 

자신의 어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수험자의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 상당수의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177).       

리드(Read, 1993)가 개발한 WAT(Word Associates Test)는 목표 단어의 다양한 의

미를 알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목표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를 고르게 하

는 평가이다. 연관어는 계열적 관계, 통합적 관계, 분석적 관계를 가진 단어로 제시되며, 

수험자는 목표 단어와 관련이 있는 연관어를 3~4개 정도 고르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영어 기반의 어휘 능력 평가에서는 주로 생산적 능력보다는 

담긴 발화자의 의도 파악 등 해석적인 의미를 지닌 포괄적인 개념이며, 어휘 표현 역시 

화자의 관점과 태도를 전달하는 보다 의도적인 언어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는 외국어교육 논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휘 이해 및 표현과 관련된 다층적인 

현상을 ‘어휘 이해’ 및 ‘어휘 표현’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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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능력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어휘 표현 능력의 평가보다 

어휘 이해 능력의 평가가 평가 도구의 제작이나 채점 면에서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휘 표현 능력 역시 어휘 능력의 중요한 부면이므로 향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실용성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이경·김수은(2014)는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아동의 어휘 

능력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로, 구체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거나 타당화하는 연구는 아

니지만, KSL 아동의 어휘 능력 진단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또한 이

경숙(2014)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루어진 어휘력 평가

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의미 능력 평가 문항을 개발한 연구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어휘교육 연구에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평가 척도의 타당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대규모 

표본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어휘 평가 도구가 개발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학습자

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고는 양적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을 분

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

의 연구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내용 하위 연구 절차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Ⅰ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사 고찰

Ⅱ장 

이론 연구

• 어휘 전략 교육의 위상 정립

• 어휘 전략의 개념화 및 유형

화

• 어휘 수행 전략 도출

•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

찰

<표 2> 연구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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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 수집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Ⅲ장

학습자 

양상 분석

• 어휘 능력 및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 개발

• 학습자의 어휘 능력 평가 결

과 및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

상 분석

•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분석

• 어휘 능력에 따른 집단별 어

휘 수행 전략 사용 차이 분석  

• 자료 1: 어휘 이

해 능력 평가 결과

• 자료 2: 어휘 표

현 능력 평가 결과 

• 자료 3: 어휘 이

해 전략 사용 결과

• 자료 4: 어휘 표

현 전략 사용 결과

• 조사 

연구(통

계적 분

석) 

Ⅳ장

어휘 전략 

교육의 

설계

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어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 

Ⅴ장

결론
• 요약 및 제언

구

분
조사 목적 조사 자료 조사 대상

최종 분석 

대상

조사 

시기

분

석 

방

법

전

문

가 

조

사

•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의 타당성 확보 

• 어휘 수행 

전략 평가지

(이해/표현)

문법교육 전문가 5인(국

어교육과 교수 2인, 국어

교육 관련 연구자 1인,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 2

인)  

2018. 

12. 

질

적

예

비 

조

사

• 조사의 신뢰도 및 타

당도 확인 

• 조사 도구 확정

• 어휘 능력 

평가지(이해/표

현)

• 어휘 수행 

전략 평가지

경기도 A고 

3학년 43명

3학년 39

명

2019. 

2. 11.

양

적

<표 3> 연구 자료  



- 18 -

연구 자료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는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고등학교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으므로, 조사 대상은 고등학교 1~3학년 학습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학

년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학년별 조사 대상 수를 비슷하게 안배하였다. 또한 조사 대

상 학교는 연구자와 연구자가 섭외한 연구 협력 교사의 협력이 용이한 서울 시내 고등학

교로 B로 하였다.12)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협력 교사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학습

자를 가르치고 있는 협력 교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고에서 사용한 핵심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상관계수 분석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많으

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상관계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에 따른 연구 참

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론적·경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 

참여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사 연구에서 모집한 연구 참여자

수를 검토하여 적절한 학습자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과 어휘 능력의 상관을 분석한 이정민(2010)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240명으로 

설정하고 이중 232개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응답 제외율 약 4%). 또한 한국어 

12) 조사 대상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학교이다. 2017년 6월부로 전수 조사로 실시되던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 조사로 실시됨에 따라 조사 당시 각 학교의 국가수준 학

업성취도 성취 수준은 알기 어렵다. 

(이해/표현)

본

조

사

• 학습자의 어휘 능력 

및 어휘 수행 전략 사

용 양상 확인

• 학습자의 어휘 능력

에 따른 수행 전략 사

용 차이 파악 

• 어휘 능력과 어휘 수

행 전략 사용의 상관

관계 확인

• 어휘 능력 

평가지(이해/표

현)

• 어휘 수행 

전략 평가지

(이해/표현)

서울 B고 1

학년 95명, 

2학년 79

명, 3학년 

72명, 총 

246명

1학년 85

명, 

2학년 78

명, 3학년 

71명, 총 

234명

2019. 

5. 2. 

~201

9. 5. 

19.

양

적

• 어휘 표현 능력 평가

•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

과 

문법교육 전문가 3인(국

어교육학 석사 소지자인 

현장 교사 2인, 연구자 

1인)

2019. 

7. 

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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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과 표현 어휘력의 관계를 살펴본 이유림(2016)에서는 14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총 136개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응답 제외율 약 

5%).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관계수

를 획득할 수 있는 인원수를 250명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

으로 총 246명의 학습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명의 학

습자를 제외하여(제외율 4.88%)13) 총 234개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학습자수는 전국 고등학교 학습자의 약 0.02%에 해당한다(2018년 말 통계 

기준, 전국 고등학생 총수: 1,538,576명). 

자료 수집과 보관 등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에 

따라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1904/002-005).

수집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엑셀(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입력한 자료는 모두 아이비엠(IBM)사에서 제공하는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3) 본고에 제시된 모든 숫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

다. 단, 다른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원저에 표시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 목적

신뢰도 

분석(크론바흐 

알파)

�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
� 평가 도구의 신뢰

도 파악

일치도 

분석(카파)
�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

� 평가자 간 신뢰도 

파악

기술 통계

�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전체/상/하 

집단)

�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전체/상/하 

집단)

� 어휘 이해 전략 평가 결과

� 어휘 표현 전략 평가 결과 

� 평가 결과의 개괄

적 파악

독립표본 t 

검정/웰치-애스핀

� 상-하 집단별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

과

� 상-하 집단의 어

휘 능력 차이 파

<표 4>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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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

출된 결과에 대해 해석 및 추론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어교육에서 어휘 전략의 위상을 확인하고,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2종과 <언어와 매체> 교과서 5

종을 보조 연구 자료로 삼았다.14) 이후 해당 교과서는 ‘출판사명(저자명)’으로 표기하였

다.

(3) 분석 대상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목록(가나다순) 

� 교학사(김동환 외)

14)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

과서 자료 역시 고등학교 교과서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고등학교 <국어>의 경우 어휘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없어 교과서 역시 어휘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국어>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자

료는 관련 성취기준이 제시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다.   

(Welch-Aspin) 

검정 

� 상-하 집단별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

과

� 상-하 집단별 어휘 이해 전략 평가 결

과

� 상-하 집단별 어휘 표현 전략 평가 결

과

악

� 상-하 집단의 어

휘 전략 사용 차

이 파악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 어휘 등급/어종/학년에 따른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

� 어휘 등급/어종/학년에 따른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

� 어휘 변인 및 학

습자 변인에 따른 

어휘 능력 차이 

파악

상관관계 

분석(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

� 어휘 능력 간 상관관계

�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간 상관관계

�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 사

용의 상관관계

�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

용의 상관관계

�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전체) 

�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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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출판(고형진 외)

� 미래엔(신유식 외)

� 비상(박안수 외)

� 비상(박영민 외)

� 좋은책 신사고(민현식 외)

� ㈜금성출판사(류수열 외)

� 지학사(이삼형 외)

� 창비(최원식 외)

� 천재교육(박영목 외)

� 천재교육(이성영 외)

� 해냄에듀(정민 외)

(4) 분석 대상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목록(가나다순) 

� 미래엔(방민호 외)

� 비상교육(이관규 외)

� 지학사(이삼형 외)

� 창비(최형용 외)

� 천재교육(민현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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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휘 전략 교육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국어 어휘교육에서 전략의 위상 

1.1. 어휘 전략의 교육적 위상15)

주지하듯이 ‘전략’에 대한 논의는 기능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의 

경우 7차 교육과정부터 전략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성취 수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9학년에서 ‘듣기 전략’과 ‘읽기 전략’이 제시되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방법에서 ‘언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교수·학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듣기·말하기 전략, 쓰기 전략’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 

‘표현 전략(듣기·말하기)/과정별 전략(쓰기)’과 ‘상위 인지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이처

럼 기능 영역에서 전략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문법 영역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어휘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이론적 논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등 실제적 차원 모두에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한국어교육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또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포함한 외국어교육의 논의에서는 어휘 전략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개진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외국어교육 논의에서 전략에 대

한 강조는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외국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절

대적인 한계인 어휘 양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수행 전략에 대한 관심이고, 둘째는 이러

한 어휘 양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모어 화자라고 하여 어휘 전략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명선

(2017: 196)에서는 어휘의 양 혹은 지식의 목록이 많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

다 실제로 어휘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적은 단

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

을 강화하여 적은 단어를 더 많은 상황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관점은 지식의 양보다는 실제 수행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5) 이 항의 내용은 차경미·이기연(2019)을 일부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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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휘교육에서 전략의 중요성은 어휘교육의 목표가 어휘 지식에서 어휘 능력으

로의 변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어휘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말하자

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학습자’에서 ‘어휘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습자’로 방점이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휘 능력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로 ‘지식’과 ‘태도’ 등에 주목하고 있고, 학습자의 전략적 능력을 어휘 

능력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신명선(2017), 샤펠(Chapelle, 1994) 등을 제외하

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역시 전략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보다는 여전히 ‘지식’ 위주의 학습에 머물러 있으므로 어휘 전략의 교육

적 위상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1.2. 어휘 전략의 교육적 가치

이처럼 국어 어휘교육 연구에서 어휘 전략에 대한 논의는 태동기(胎動期)로 볼 수 있

으므로,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어휘 전략 교육의 

가치를 크게 1) 어휘교육의 실제성 담보와 2)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 실천으로 논의하

였다. 

(1) 어휘교육의 실제성 담보

교육의 실제성이란 교육철학의16) 문제이다. 어휘교육에서의 교육의 실제성 문제를 

논의한 신명선(2017)에 따르면 모든 교육은 이론적 정합성과 교육의 실제성을 추구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휘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의 실제성은 여러 가치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두 차원, 즉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실제적인 향

상과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어휘교육으로 상정하였다.

① 어휘 능력의 실제적 향상 

먼저 어휘교육의 실제성은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실제적 향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어

16) 교육철학은 교육의 개념, 목적, 과정, 조직, 정책 등에 관한 원리나 이들과 관련된 문제

의 해결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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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교육의 목표는, 어휘 능력에 대한 관점이 다소 달리 상정되더라도 언제나 학습자의 어

휘 능력의 신장에 있음은 분명하다(구본관, 2011ㄱ). 따라서 어휘 전략 교육이 학습자의 

실제적인 어휘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면, 어휘 전략 교육이야말로 어휘교육의 실제성

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 교수와 어휘 능력의 관련성은 여러 선행 연

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한상호(2003), 이정민(2010), 강희진·백승현(2015), 김동규

(2017), 귀와 존슨(Gu & Johnson, 1996), 파힘과 코미자니(Fahim & Komijani, 2011) 

등에서는 어휘 학습 전략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일수록 어휘 능력이 높음을 

밝혔다. 

또한 어휘 학습 전략에 비해서는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어휘 수행 전략과 어휘 능력

의 상관을 밝힌 연구도 있다. 먼저 추부추(Cubukcu, 2008)은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위 인지(metacognition)17) 전략이 읽기 능력과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밝힌 

연구이다. 여기서 상위 인지 전략은 ‘자신의 강점 사용하기’, ‘의미 추론하기’18) 등 본고

에서 말하는 어휘 수행 전략 중 상위 인지 전략에 초점을 둔 전략이다. 이러한 상위 인지 

전략 교수 전후에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한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어휘 능력 상승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위 인지 전략의 경우에도 어휘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볼 

때, 본고에서 상정하는 포괄적인 어휘 수행 전략의 경우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에 보

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어휘 능력에 대한 인지 중심 관점은 학습자의 전략적 능력과 어휘 능력의 관련성

17)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따라 본고에서는 ‘metacognition’의 번역어로 ‘상위 인지’

를 사용하였다. 해당 용어는 ‘상위 인지, 메타 인지, 초인지’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한국

어로 작성된 다른 논저를 인용할 시에는 해당 논저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

다. 

18) 의미 추론하기(단어 분석 또는 다른 전략들을 이용하여): 글을 읽는 동안 나는 텍스트의 

의미와 관련이 높아 보이는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려고 노력한다(Cubukcu, 2008: 5). 

비고
통제 집단(65명) 실험 집단(65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 34.47 4.69 34.17 4.57

사후 37.07 4.67 41.22 4.25

<표 5> 어휘 능력 평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Cubukcu,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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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어휘 이해와 표현 전략의 정교성을 중히 여기고, 어휘를 사

고의 깊이를 보여 주는 대상으로 인식한다(신명선, 2017: 180).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

어진 이경(2015), 신명선(2009ㄱ) 등의 연구는 어휘 수행 전략 사용과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모두 어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국어교육학 또는 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어휘 능

력이 비교적 높다고 상정되는 집단에서 어휘 전략을 매우 빈번히, 그리고 매우 섬세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②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어휘교육

다음으로 어휘교육은 학습자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주목하여야 한다. 주

지하듯이 그동안의 어휘교육은 주로 어휘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의 체계, 어휘

의 양상 등 어휘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 제

시되는 내용 역시 이러한 명제적 지식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학습자가 언어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반의 관계에 대한 기술 전체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교과서의 내용은 반의 관계의 개념적 정의인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의 대

립’을 설명하는 데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19)

19) 이러한 양상은 제시된 교과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살펴본 5종의 교과서 모두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가서기>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 관계(反義 關係)

라고 하며, 이러한 관계에 잇는 단어들을 반의어(反義語)라고 한다. 반의 관계에 있

� 다음 단어들을 ‘낮’과 ‘밤’처럼 의미가 대립되도록 짝을 지어 보고, 의미의 차

이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아저씨 총각 아주머니 처녀

<표 6> 반의 관계에 대한 교과서 기술 내용(지학사, 이삼형 외, 201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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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반의 관계에 핵심 교육 내용을 명제적 지식으로 상정하고 이를 충실히 

기술한 결과이다. 이는 극히 제한된 교과서 지면과도 무관하지 않다. 만약 보다 열린 교

과서 집필 환경에서라면 교과서 집필자는 명제적 지식 외의 교육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연구자라면 이러한 기술 자체

를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내용으로부터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얻

었을 가능성은 낮으며,20) 이 단원의 첫머리에서 천명하고 있는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

을 기대하기도 어렵다.21) 이보다는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반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반의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적 능력이야말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22)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수행 전략은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이

라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상정한다는 점에

서 어휘교육의 실제성을 담보하고 있다. 

20)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고등학교 학습자라면 ‘반의 관계’의 개념 자체를 모르

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과서의 기술 내용만 보고 문법 내지는 국

어 교과는 ‘배울 게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도 한

다. 

21) 해당 교육 내용은 ‘[12언매02-04]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

용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구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의 해설이 생략되어 있

으나,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에 제시된 해설을 보면, 이 성취 

기준의 목표가 ‘어휘력의 신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는 해당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어휘 능력 신장과 연관 지어 다루고 있다.  

22) 이러한 교육 내용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 예

를 들어, ‘총각 : 처녀’는 ‘미혼’이고 ‘성인’이라는 의미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

면서 ‘성별’에만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반의 관계인 반면, ‘총각’과 ‘아주머니’는 ‘성

별’ 이외의 ‘결혼’ 여부에서도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아니다.  

�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

�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아래보다는 위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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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 실천

어휘교육의 목표가 실질적인 어휘 능력의 신장에 있다면, 그 주체에는 학습자가 있다. 

‘학습자 중심’이라는 개념이 교육학 일반의 용어라면, 국어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은 ‘언

어적 주체’로 재개념화 될 수 있다. 문법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언어적 주체’

로 개념화한 신명선(2007: 450)에서는 언어적 주체를 ‘언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하여 언어에 관한 인식과 태도

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그

동안 문법교육이 소쉬르(Saussure) 이후의 언어관을 차용하여 객체로서의 언어에 주목

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개별 학습자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을 둔다. 따

라서 객체로서의 언어에 대한 방점을 인간으로 옮겨 오고, 이를 개별 학습자가 속한 공

동체인 ‘우리’23)로, 더 나아가 개별 학습자 차원인 ‘나’까지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양상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어휘 전략 교육은 어째서 언어적 주체 형성을 위한 어휘교육이 될 수 있는

가? 어휘 전략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에 대한 인지적 관점과 밀접하며, 따라서 개

별 학습자의 머릿속에 주목한다. 어휘 능력이 동일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선호하는 전략

의 유형이나 전략 사용의 빈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화자의 경우 어휘 능

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한 어휘 표현에는 매우 부적절

23) 인간의 언어 사용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는 인지언어학을 들 수 있다. 또한 ‘우

리’의 언어 사용에 주목한 교육 내용으로서는 최근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사회언어

학이나 청소년 언어 등에 주목한 교육 내용을 들 수 있다. 

객체로서의 

언어
인간 우리 나

- 인류 전체
개별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
개별 학습자 

객체성                                    주체성

<그림 1> 언어에 대한 주요 접근점에 따른 ‘언어적 주체성’ 형성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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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행을 보일 수 있다.2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휘의 전략적, 즉 효과적 사용은 어휘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 교육은 학습자의 개별 특성

에 따른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처럼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만 교육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어휘교육이 학습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부(mental lexicon)25)에 주목하거나,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해 보도록 

하는 시도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학습자 스스

로가 현재 자신의 어휘 능력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원 도입 활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휘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반드시 학습자가 해당 교육 내용

을 학습하기에 앞서 자신의 어휘 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습 활동 역시 개별 학습자의 머릿속 어휘부에 주목하는 등 학습자 중심

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서 제시하고 있는 유의 관계와 관련된 학습 활동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 ‘아는 게 많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따로 있다.’와 같은 언술

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의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전략적 

능력의 부재일 수 있다. 

25) 구본관(2011ㄱ)에 따르면 어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좋은 어휘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머릿속 어휘부는 간략히 말하면 학습자의 머릿속에 

실재한다고 여겨지는 어휘에 대한 다차원적인 망을 뜻한다. 머릿속 어휘부는 논자에 따라 

‘머릿속 사전’이라고도 한다. 머릿속 어휘부 또는 머릿속 사전의 개념과 구조 등에 대해서

는 구본관(2011ㄱ)을 참조.   

1. 다음 활동을 통해 유의어에 대해 탐구해 보자.

(1) ‘더하다’와 ‘따뜻하다’의 유의어를 찾아 적어 보자. 

(2)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

맞은 단어를 써 보자.

<보기>

발달    발전   신장

더하다 따뜻하다

합하다

추가하다

...

온난하다

뜨듯하다

...

<표 7> 유의 관계에 대한 교과서 학습 활동(미래엔, 방민호 외, 201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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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번 활동은 유의어 학습과 관련하여 ‘더하다’와 ‘따뜻하다’의 유의어를 ‘찾아’ 

적어 보는 활동인데, 이때 어휘를 ‘찾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사전 

등의 자료를 찾는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그림 1>에서 언급했

다시피, 학습자가 어휘 탐구의 방향을 ‘객체로서의 언어’로 설정하느냐, ‘주체로서의 언

어’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탐구의 속성과 교육의 목표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

과서 학습 활동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언어 탐구의 두 가지 방향성

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객체로서의 언어 탐구 역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문법 탐구 활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핵적 활동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나’의 언어를 대상으

로 한 탐구로부터 출발하는 활동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먼저 ‘나’의 머릿속 어휘부에서 제시된 단어의 유의어를 찾는 활동

을 해 보고, 다음으로 개별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로 탐구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 개는 감각 기관 중 코가      한 동물이다.

�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은 빠르게      하고 있다. 

� 좋은 생활 습관이 들면 자기      에 도움이 된다.

� 그는 평생을 어린이들의 권리      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그 선수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장족의      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열대성 저기압이 점차      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에 비가 올 것이 예상된다. 

1. 다음 활동을 통해 유의어에 대해 탐구해 보자.

(1) ‘더하다’와 ‘따뜻하다’의 유의어를 나의 머릿속 어휘부에서 찾아 적어 보자. 

� (1)의 결과를 동료들과 비교하여 새롭게 알게 된 어휘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 위의 결과에 더하여 해당 단어의 유의어가 더 있는지 유의어 사전을 확인해 보

자. 

더하다 따뜻하다

<표 8> 학습자 중심성을 강화한 학습 활동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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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객체로서의 언어’를 대상으로 어휘를 탐구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활동 (2)의 경우 (1)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서 매우 수동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역시 다음과 같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

의 어휘 자원을 활용하여 유의어의 의미 차이와 그에 따른 용법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

도록 수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 능력을 수시로 점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 어휘 학습 

현황에 대해 조사한 차경미(2017)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자신의 어휘 능력

을 스스로 평가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다.26)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습자의 어

휘 능력을 평가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0%의 교사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적절한 어휘 능력 평가 도구가 없어서(80%)’를 들었고, ‘어휘 능력 평가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한 교사는 13%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어휘 능력 평가

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도구가 없어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어휘 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자나 교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휘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어휘 능력에 대한 피드백은 교사의 재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렉스튜더(lextutor)는 우리나라의 어휘교육

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렉스튜터는 이름 그대로 어휘 학습을 위한 선생님으로서 어

26) 중학생의 경우 피험자의 67.5%가 자신의 어휘 능력을 (스스로 또는 교사나 다른 시험을 

통해) 평가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피험자의 69.7%가 어휘 능력을 평가

해 본 경험이 없었다.  

(2) 단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보기>의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자. 

<보기>

� 발달:

� 발전:

� 신장: 

발달    발전   신장

<표 9> 학습자 중심성을 강화한 학습 활동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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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모바

일로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어휘 능력을 평가해 보

고,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 렉스튜터는 ESL 환경에 있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영어를 모

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 프로그램이다.     

렉스튜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휘 평가 도구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시는 라

우퍼와 네이션(Laufer & Nation, 1999)이 개발한 생산적 VLT(Vocabulary Levels 

Test Productive)이다. 렉스튜터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평가 문항을 골라 

테스트 해 볼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낮은 레벨이나 더 높은 레벨로의 학습

을 이어갈 수 있다.  

구분 N-gram 텍스트 도구 ‘딸깍(Clickers)’

하위 

항목

범위 범위 플래시 카드

반응 시간 빈도 평가

어휘 상태 텍스트 어휘와의 비교 빈칸 채우기

용어 색인 불균형성
어려운 스펠링 (단어) /

받아쓰기

어휘 프로파일
핵심어 형태-어휘(MorphoLex)

연구 기반

<표 10> 렉스튜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휘 관련 프로그램들(번역은 연구자) 

<그림 2> 렉스튜터에서 제공하는 어휘 평가 문항 예시(VLT pro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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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어휘 평가 외에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어

휘 평가의 중요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연(2012)에서 자세히 논의

한 바 있다. 

1.3. 어휘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 모형의 수정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이 어휘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어휘 능력에 대한 선행 연

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능력에 대한 논의로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의 양

분, 어휘 이해와 표현으로의 양분, 지식, 기능, 태도로의 삼분 논의 등 다양한 논의를 살

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어휘 능력을 그 관점에 따라 지식 중심, 인지 중심, 맥락 중심, 성

향 중심, 소통 중심으로 체계화한 논의는 어휘 능력을 보다 다원적·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흐름에서 학습자의 전략적인 어휘 수행 능력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고

의 논의는 기존의 어휘 지식 중심의 어휘 능력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다원적 어휘 능

력의 구조를 제시한 신명선(2004ㄴ, 2017)의 논의와 궤를 같이하며, 이 중에서 특히 전

략적 능력에 주목한다. 

<그림 3> 어휘 능력의 구조(신명선, 2004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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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선(2004ㄴ, 2017)에서는 어휘 능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폭넓게 검토하면서, 

어휘 능력의 구조를 <그림 3>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어휘 능력은 ‘어휘에 

관한 지식과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총체적인 과정(신명선, 2004ㄴ: 284)’이다. 

ESL 논의에서는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 관점에서의 어휘 능력27)에 전략적 능력을 포

함한 샤펠(Chapelle, 1994)의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5) 어휘 능력의 구성 요인(Chapelle, 1994) 

� 어휘 사용 맥락(The context of vocabulary use)

� 어휘 지식 및 기본적 처리 과정(Vocabulary knowledge and fundamental 

process)

� 어휘 사용에서의 상위 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for vocabulary 

use) 

샤펠(Chapelle, 1994)은 이러한 관점을 어휘 능력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적 정의라 칭

하였다. 상호작용주의의 핵심은 ‘능력’에 학습자 특성(지식, 인지 과정, 전략 포함)과 맥

락 요인,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함시킨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소

통 능력을 ‘언어에 대한 지식’과 언어를 맥락에서 사용하는 ‘전략적 능력’으로 바라보는 

의사소통 언어 사용 이론에 의해 촉진되었다(Chapelle, 1994: 164). 따라서 상호작용주

의적 어휘 능력의 정의는 학습자의 지식, 전략 능력, 그리고 맥락에서의 어휘 사용에 관

심을 두고 있어, 앞서 설명한 지식 중심, 인지 중심, 맥락 중심 어휘 능력이 통합된 모형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명선(2004ㄴ)에서 전략적 능력을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언

급한 것과, 샤펠(Chapelle, 1994)에서 상위 인지 전략을 든 것을 보면, 이들의 논의는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 중 후자에 주목하여 어휘 능력과 관련된 전략적 능력을 논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위 인지 전략만으로는 구체적인 

어휘 수행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상위 인지 전략을 포괄하되 구체적인 어휘 이

해와 표현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 전략이야말로 어휘 전략의 핵심이라

고 보았다.28)

27) 원어는 ‘vocabulary abil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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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기연(2012)에서는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로 지식, 기능, 태도를 든 바 있다. 

여기서 기능이란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개념’으로서 ‘실제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

나, 의미 차이를 변별하거나, 의미를 명료화하는 등 어휘부 내에서의 학습자의 사고 기

능’이라 하였다(이기연, 2012: 79). 따라서 이기연(2012)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능’이 

본고에서 논의하는 ‘전략적 능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기

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본고

에서는 ‘전략적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어

휘 수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인’에 초점이 있다.     

다음으로 전략적 능력과 함께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자. 먼저 어휘 능력의 하위에 포함되는 요소는 지식이다. 어휘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어휘 능력에 대해 논의한 이기연(2012)에서

는 지식을 크게 어휘 지식과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양분하였다. 어휘 지식은 단어의 의

미, 구조, 형태, 화용적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이며, 백과사전적 지식은 스키마(schema), 

단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단어에 대한 일화적 기억, 단어의 어원에 대

한 지식 등을 포괄한다(이기연, 2012).

다음으로 어휘 능력의 하위 요소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태도이다. 구본관(2011ㄱ)에

서는 어휘교육에서 태도 요소를 국어 의식(어휘적 민감성 등), 국어 문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기연(2012)에서는 태도 요소를 세분화하여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와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로 논의하였다. 전자는 적절한·타당한·창의적인 어휘 

사용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며, 후자는 어휘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며 단어 자체에 대한 흥미 등을 포함한다(이기연, 2012). 

마지막으로 어휘 능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어휘 사용 맥락이다. 신명선(2009ㄱ: 

105)에 따르면 어휘 사용 맥락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맥락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장르(내용 구조 포함), 화·필자의 입장이나 상태, 청·독자의 특징, 화제와 주제, 상황 맥

락, 발화·글의 목적이나 성격 등을 포괄한다. 본고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어휘 사용 맥

락이 어휘 능력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어휘 능력은 어휘 사용 맥락을 떠나

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휘 능력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며, 동일한 어휘 이해 또는 표현 결

28) 이에 대해서는 Ⅱ장 3절에서 후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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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어휘 사용 맥락에 의존한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어휘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의 구조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 

� 어휘 지식

� 백과사전적 지식

� 이해 전략 

� 표현 전략

�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어휘 사용 맥락

<표 11> 어휘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 모형 

<그림 4> 어휘 능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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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어휘 수행 능력은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성공적인 어휘 수행

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어휘 지식과 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인 어휘 수행 

사례를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자. 예컨대,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

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과 능력, 태도가 필요한가? 이를 ‘음운 축약’에 대해 설명

한 (6)과 (7)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6) 국어 문법 개론서에 제시된 ‘음운 축약’에 대한 설명 일부(구본관 외, 

2015: 88-89, 밑줄은 연구자)29)

음운의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현상

이다. 가령 ‘A’와 ‘B’라는 음운이 만나서 ‘C’라는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중략)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이 만날 때 이 두 자

음이 하나의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중략) 전통적으로는 두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도 음운의 축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서에 제시된 ‘음운 축약’에 대한 설명(김

미숙 외, 2010, 밑줄은 연구자) 

‘국화’는 ‘구콰’로 소리나. ‘국’의 받침 ‘ㄱ’과 ‘화’의 ‘ㅎ’ 두 음운이 합쳐져서 

‘ㅋ’이라는 하나의 음운이 된 거지. ‘먹이어’는 줄어서 ‘먹여’가 돼. ‘먹이-’의 

‘이-’와 ‘-어’ 두 음운이 합쳐져 ‘여’라는 하나의 음운이 된 거지. 이와 같이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한 음운으로 줄어들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해. ‘축약’이란 줄어든다는 뜻이야.  

(6)과 (7)은 어휘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6)에서는 

‘두 자음이 하나의 유기음으로’와 같이 ‘자음, 유기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7)에

서는 “‘ㄱ’과 ‘ㅎ’이 합쳐져 ‘ㅋ’”과 같이 자음, 유기음 등의 단어 사용을 전략적으로 회피

하여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고려하고 있다.30)

29) 이를 (7)과 비교하기 위해 축약과 탈락의 차이점 등 (6)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설명 

부분은 생략하였다. 

30) <표 12>의 괄호 안에 제시된 내용은 (7)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7)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를 연구자가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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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독자의 어휘 수준에 따라 단어를 선택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

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따른 다양한 유의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지식 차원). 또한 어휘 

사용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와 어휘 수준을 고려하거나 

대체 표현으로 바꾸는 등의 전략적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목표

를 수립하고 수행 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는 등의 상위 인지 능력도 관여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이 대화 상대방을 고려한 어휘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수행의 결과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                ↑                ↑                ↑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

� 고유어·한자어·외래

어에 따른 다양한 

유의어에 대한 지

식

� 어휘 사용 맥락 파악하기

� 유의어의 의미 차이 및 수준 

고려하기

� 대체 표현 사용하기

� 목표 설정, 수행 과정 점검 및 

평가 등의 상위 인지 능력

� 어휘 사용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                ↓                ↓                ↓ 

어휘 사용 맥락

초등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문법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표 13> 어휘 사용 맥락에 따른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가 결합된 어휘 수행의 속성 

전공자 대상 초등학생 대상

제3의 음운 ‘ㄱ’와 ‘ㅎ’이 합쳐져 ‘ㅋ’

‘A’와 ‘B’가 만나서 ‘ㄱ’과 ‘ㅎ’이 만나서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음운의 축약이라고 해.

자음 받침

두 자음이 하나의 유기음으로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두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이’와 ‘-어’의 두 음운이 합쳐져

가령 (예를 들어)

-로 실현되는 음운 현상 (-가 되는 일) 

<표 12> 청·독자에 따른 개념 설명 방식의 차이 



- 38 -

2. 전략 및 어휘 전략의 개념31)

2.1. 전략의 개념

어휘 전략은 그 상위어인 ‘전략’에서 파생된 개념인 만큼 먼저 ‘전략’의 교육학적 개념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전략(strategy)’은 본래 군사에서 쓰이던 

말(van Dijk & Kintsch, 1983: 62, 천경록, 1995: 321 재인용)로 ‘특정한 목표를 수행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전

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셀링커(Selinker, 1972)가 ‘제2

언어 의사소통의 전략’을 언급한 데서 비롯하여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

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전략적 능력을 들면서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

다.  

(1) 의사소통 전략의 개념 

언어 교육 분야에서 ‘전략’이라는 용어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의사소통 이론

가들이다. 먼저 셀링커(Selinker, 1972)는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요소를 언어

학적 관점으로 논의한 이론적 연구이다. 그는 제2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제2언어 학습 

전략(strategies of second-language learning)’과 ‘제2언어 의사소통 전략(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을 제2언어 학습의 핵심 요소로 논의하였다. 그

는 영어 학습자들이 중간 언어(interlanguage)에서 ‘상(aspect)’ 표현과 관련하여 해당 

동사가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간에 ‘-ing’ 형태를 사용하는 예시32) 등을 제2언어 학습 

전략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용을 포함하여, 제2언어 학습자들이 보이는 체계적인 

오류를 셀링커(Selinker, 1972)는 의사소통 전략의 일종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제2언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법적 정확성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발화의 머뭇거림

이나 끊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참을성을 시험하기 때문

이다. 셀링커(Selinker, 1972)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언어 학

31) 이 절의 내용은 차경미·이기연(2019)을 일부 참조하였다. 

32) 예: I am feeling thirsty. / Don’t worry, I’m hearing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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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나, 언어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연관 

지어 논의한 점은 흥미롭다. 

타론(Tarone, 1980)은 의사소통 전략을 제2언어 학습자의 제한된 언어 지식으로 인

하여 의사소통 상황을 포기하고 회피하거나 대안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패어치와 캐스퍼(Faerch & Kasper, 1983)는 의사소통 전략을 ‘특정한 의사소

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의식적

인 계획’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와 평가 척도를 밝힌 이론적 연구이다. 주지하듯이 그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

소로 1) 문법적 능력 2) 사회언어학적 능력 3) 담화 능력 4) 전략적 능력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전략적 능력이란 수행의 변수나 불충분한 능력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보상

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략은 주

로 문법 능력과 관련이 있는 전략(예: 숙달하지 못했거나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문

법 형태를 바꾸어 말하는 방법)과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전략(예: 사회적 지

위를 확신할 수 없는 낯선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양분된다(Canale & Swain, 1980: 

30-31).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의 구분은 의사소통 전략이 ‘언어로 표현하기’, ‘의사소통

과 관련된 (넓은 의미의) 맥락 인식하기’라는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

여 준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 먼저 시작된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와 같이 제한적

인 수준의 언어 지식을 가진 학습자가 주요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전략 논

의는 이러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이 의사소통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것은 의사소통 전략 논의, 나아가 어휘 전략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좁혀, 국어교육학 각각의 영역에서 전략의 개념을 어떻게 논의하

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국어교육 하위 영역에서의 전략의 개념

국어교육학에서 전략 논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기능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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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논의로 천경록(1995), 최현섭 외(1998), 최영환(2003) 등이 있다. 먼저 천경

록(1995)는 국어교육에서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이른 시기의 연구로,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전략을 ‘행위자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

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현섭 외(1998: 48)에서는 언어활

동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가 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략

에 대한 연구는 언어활동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최영환(2003: 

122-129)은 가네 외(Gagne et al., 1993: 35)의 ‘목표 지향적인 인지 과정’이라는 전략

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국어 사용의 장면에서 ‘전략’의 핵심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국어 사용 과정에 대한 지식’에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전략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듣기·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33)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수행과 관련된 전략(표현 전략, 과정별 전략)과 평가·점검·

조정하기와 같은 상위 인지 전략으로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략은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 ‘매체’, ‘맥락’ 등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으며, 전략 사용의 목적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임을 알 수 있다.

문법 영역에서의 전략에 대한 관심은 기능 영역에 비해 높지 않다. 전략 중심 문법 교

33) <읽기> 영역의 경우 ‘읽기 전략’이라는 용어 대신 ‘읽기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

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 듣기·말하기 쓰기

핵심 개념 듣기 말하기의 전략 쓰기의 전략

하위 요소
� 표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 과정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일반화된 지식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의 목적

과 상황, 매체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

하며 소통한다.

필자는 다양한 쓰기 맥락에서 

쓰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전략

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표 14>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전략 



- 41 -

육의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로 박종미(2015)가 있다. 박종미(2015)에서는 결과 중심, 지

식 중심의 규범 교육에 대한 개신 방향으로서 전략 중심의 한글 맞춤법 교육을 주장하였

는데, 전략 중심의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범을 결정해 가는 과정과 

방법을 아는 것이다. 박종미(2015)는 학습자가 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법 

기능들을 ‘전략적 능력’으로 재편성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학습자가 

표기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맥락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박종미

(2015)에서는 ‘규범적 표기 상황’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규범을 알

되, 규범을 뛰어넘는 사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34)  

유미향(2017)에서는 학습자들이 수사학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법 전략을 

‘수사학적 문법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학습자의 작문 과제를 바탕으로 수사학적 문법 

전략을 체계화하였다. 유미향(2017)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

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문법 지식이 전략 능력 속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의 문법 지식을 수사학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언

어 사용 전략으로서의 문법 지식을 활성화함을 뜻한다. 학습자가 더 의도적이고, 더 의

식적으로 문법 지식을 사용한다면 언어 기능에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유미향, 2017: 20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능 영역에서의 전략 논의를 문법 

영역에 적용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니지만, 문법 영역에서의 전략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법 영역의 경우 2011 개정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표는 ‘실제’를 바탕으로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문법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탐구와 적용’은 행동적 

영역으로서 문법적 전략 능력과 관련이 높다. ‘탐구와 적용’에서는 하위 요소로 ‘국어의 

분석과 탐구, 국어 지식의 적용,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

럼 내용 체계표상에서 기능 영역과 문법 영역의 행동적 영역을 나타내는 술어가 다른 이

유는 기능 영역에서 행동 영역과 문법 영역에서의 행동 영역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법 영역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국어에 대한 분석 및 탐구와 같이 사고력 내지는 언어에 대한 

인식 능력(language awareness)과 관련을 맺는 교육 내용 역시 행동 영역과 관련한 중

34) 예컨대, 언어 규범을 아주 잘 아는 화자가 ‘구르미 그린 달빛’과 같은 탈규범적 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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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적인 교육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유미향(2017)에서의 ‘문법 전략’은 의사소통 능

력과 관련성이 높으나, 박종미(2015)에서 말하는 ‘문법 전략’은 탐구와 적용을 위한 전

략에 보다 가깝다.3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4가지 핵심 개념으로서 ‘국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탐구

와 활용,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국어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내용 체계표

에서 ‘탐구와 적용’으로 논의되어 온 내용을 ‘탐구와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차이

가 있을 뿐 행동 영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법 영역의 ‘기능’ 요소로서 ‘문

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하기, 적용·검

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탐

구에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구체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법 영역에서의 ‘탐구’는 오랜 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탐구와 전략적 

능력의 관계,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은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큼 논의 

내용이 방대하다. 또한 문법 영역에서 탐구와 구별되는 별도의 전략적 능력이라는 개념

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도 논쟁거리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탐구가 의사소통 능력과 

구분되는 사고력이나 언어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전략적 능력은 문제 해결을 위

한 목표 지향적 인지 과정이라는 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전략적 능력은 무엇보다 ‘문제 

상황’,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서는 Ⅱ장 3절 어휘 

수행 전략의 특성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에서의 전략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2011 개정 교육과

정의 경우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표는 ‘실제’를 바탕으로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가 제

시되어 있다. 이 중 행동적 영역과 관련이 있는 ‘수용과 생산’ 영역에서는 ‘작품 이해와 

해석, 작품 감상, 작품 비평과 소통, 작품 창작’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가지 핵심 개념으로서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와 역사, 문학의 수용

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학 영역의 기능으로는 ‘몰입하기, 

이해·해석하기, 감상·비평하기, 성찰·향유하기, 모방·창작하기, 공유·소통하기, 점검·조

정하기’가 제시되고 있다. ‘기능’의 경우 각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각각의 전략들이 

제시될 수 있을 법 하나, 문학 영역에서 ‘전략’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35) 올바른 맞춤법 사용은 의사소통 능력과도 관계가 있으나, 박종미(2015)에서 제시하고 있

는 전략은 문법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탐구와 적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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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검·조정하기’의 경우 상위 인지 전략의 대표적인 하위 요소인 ‘점검’과 ‘조정’을 

기능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전략’을 내세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문학교육의 경우 배경 학문으로 삼고 있는 학문들이 의사소통 이론이 아

닌 국문학이나 철학, 미학 등의 영역이므로 상대적으로 ‘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학에서의 ‘기능’은 ‘목표’ 지향적인 과정임에는 분명

하나, 인지적 속성 외에도 심미적 또는 정서적 속성이 강하므로 이들을 모두 ‘전략’으로 

논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주원(2002, 2004) 등의 연구에서 문

학 교수·학습 전략을 논의하고 있음을 볼 때, 학습 전략 또는 수행 전략으로서의 문학 전

략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의사소통 이론에서 전략의 개념, 위상과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에서 전략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략은 주로 ‘인지적, 목표 지향, 맥락 중심’ 등과 관련을 

맺으며 정의되어 왔다. 이는 언어적 전략이 의도적인 인지 또는 사고의 산물이며,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며,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임을 보여 준다. 또한 기능 영

역에서는 전략이 내용 체계표상에서 ‘핵심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어 그 위상이 대단히 

높은 데 비하여, 문법 영역이나 문학 영역에서는 전략이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법 영역에서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핵심 개념이 ‘지식’적 속성을 강

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문법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자상이 ‘아는 인간’에서 

‘할 줄 아는 인간’으로 방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

식을 바탕으로 문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연결 고리라 할 수 있는 ‘전략’에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학습자상 역시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학습자가 아니라, 실제 어휘 이해와 표현을 ‘잘하는’ 학습자라는 점에서 어

휘교육에서 전략적 능력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2.2. 어휘 전략 및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

다음으로 어휘 전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어휘 전략(lexical strategy)은 주

지하듯이 주로 어휘 학습 전략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슈미트(Schmitt, 

1997)에서는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어휘 학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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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정민(2010)에 따르면 어휘 학

습 전략이란 ‘어휘를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자가 보다 빠르며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서 취하는, 체계적이며 특별한 행동’이다.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어휘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어휘 전략을 논의한 연구로 샤펠

(Chapelle, 1994)이 있다. 샤펠(Chapelle, 1994)에서는 어휘 전략 능력을 ‘의사소통 상

황에서 어휘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때 

어휘 전략의 정의는 위에서 살펴본 전략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략 사용의 장

면이 ‘의사소통’ 상황으로 특정되고, 지식이 ‘어휘 지식’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파울리세(Poulisse, 1993)에서는 의사소통 전략 중 어휘 사용과 관련

된 전략을 ‘어휘적 의사소통 전략(lexical communication strategies)’으로 개념화하였

다. 이 논의에서는 어휘 전략을 의사소통 전략의 하나로 보며 의사소통의 문제 상황 중 

어휘 이해 및 표현과 관련된 부면을 ‘어휘 전략’이라 개념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어휘를 학습하는 전략과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이해와 표

현에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통틀어 ‘어휘 전략’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휘 전략

이란 ‘어휘를 새롭게 학습하거나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강화하거나,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이다. 어휘 전략의 하위 유형인 어휘 학습 전략, 어휘 이해 

전략, 어휘 표현 전략은 상보적인 관계가 아니며 서로 중첩되는 부면이 존재한다. 따라

서 본고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하위 전략

들의 개념과 전략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어휘 학습 전략을 살펴보자. 어휘 학습 전략에서 대표적인 논의는 슈미트

(Schmitt, 1997)이다. 슈미트(Schmitt, 1997)는 ESL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전략을 58가지로 체계화한 연구로 이후 ESL 연구나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슈미트(Schmitt, 1997)에서는 어휘 학습 전략을 처음 보는 어휘의 의

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과 어휘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

로 구분하였다.36)

36) 우리말 ‘학습’은 ‘배우고’, ‘익힌다’라는 뜻의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인데, 의미 발견은 ‘배

우다 학(學)’에 해당하고, 의미 강화는 ‘익히다 습(習)’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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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슈미트(Schmitt. 1997)가 제시한 어휘 학습 전략 중 의미 발

견 전략은 어휘 이해 전략과도 중첩되는 측면이 상당수 존재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어

휘 이해 전략이란,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거

나,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 학습의 상황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냐에 따라 

의미 발견 전략(어휘 학습 전략)과 어휘 이해 전략을 구분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학습 상

황’과 ‘이해 상황’을 구분하기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둘을 동일한 속

성을 가진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은 그 표현에는 다

소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 상정한 어휘 이해 전략과 유사하다. 슈미트(Schmitt, 1997)

의 어휘 학습 전략은 원문을 직역하되,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내용을 연구자가 추가하

였다. 

분류 하위 전략 전략 예시

새로운 어휘 

의미 발견 전략

의미 결정 전략 품사를 분석한다.

사회적 전략 선생님께 L1으로 변역해 달라고 요청한다.

어휘 의미 강화 

전략

사회적 전략 그룹으로 의미를 공부하고 연습한다.

기억 전략 단어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공부한다.

인지 전략 입으로 반복한다.

상위 인지 전략
영어로 된 미디어, 음악, 영화, 뉴스 등을 이용한

다. 

<표 15> 어휘 학습 전략의 예시(Schmitt, 1997: 207-208) 

어휘 학습 전략(Schmitt, 1997) 어휘 이해 전략(본고)

품사를 분석한다.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접사와 어근을 분석한다.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한다. 

문맥을 통해 추론한다.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

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단일어 사전을 이용한다.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표 16> 어휘 학습 전략과 어휘 이해 전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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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한 전략을 ‘어휘 학습 전략’으로 볼 것이냐, ‘어휘 이해 전략’으로 볼 것이

냐 하는 문제는 교육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다. 교육학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의 측면에 관심이 많고, 국어교육학의 중요한 배경 학문이 되는 의사

소통 이론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관심이 많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탈맥락적

인 상황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것보다는37)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

이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유효하다고 보아 ‘어휘 학습 전략’이 아닌 ‘어휘 이

해 전략’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한편, 어휘 학습 전략 중 의미 강화 전략은 어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

한 전략으로38) 대부분의 전략이 어휘 이해 전략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러한 의미 강화 

전략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전략으로

서 모어 화자를 위한 어휘 전략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39)

다음으로 어휘 수행 전략은 학습의 장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보다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어휘 수행’의 개념은 영

37) 어휘 학습 전략이 탈맥락적인 장면만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휘 이해 전략은 

항상 의사소통 맥락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맥락적이라 보았다. 

38) 학습 이론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표층 전략’이라 한다. 표층 전략은 시연을 지칭하는 것

으로 학습할 내용의 중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강조를 표시하거나 노트하기 등을 통해 

작업기억 속에서 정보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김영미 외, 2011: 196).

39) 의미 강화 전략은 우리가 영어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어휘 학습 전략을 떠올리면 이해하

기가 쉽다. 단어의 철자와 뜻을 반복하여 쓴다든지, 단어를 입으로 반복하여 말한다든지 

하는 전략들이다. 

본다.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

본다. 

선생님께 새로운 단어에 대한 대체어나 

유의어를 여쭤본다.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친구에게 (단어의) 의미를 물어본다.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

인한다. 

그룹 활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발견한

다.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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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lexical performance’에서 가져온 것이다. 마르코니(Marconi, 1997)에서는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어휘를 안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구한 바 있다. 

(8) 단어의 앎과 관련된 수행(Marconi, 1997, 신명선 외 역, 2019: 

110-111)

우리가 ‘숟가락’에 대해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숟가락’을 묘사할 수 있고, 

‘숟가락’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숟가락’을 보통 어떻게 구입하며, 대개 

어디에 보관하는지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숟가락’이 대개 어떤 재료로 만

들어지며, ‘숟가락’이 얼마나 오래 가며, 어떤 종류의 부식이 일어나는지 안다. 

더욱이 우리들 중 대다수는, 대다수의 관찰자가 ‘숟가락’으로 인식할 만한 이상

적인 ‘숟가락’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숟가락’ 그림과 사진, 실제 

‘숟가락’을 ‘숟가락’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개 근처에 ‘숟

가락’이 있을 때, ‘서랍에 숟가락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나 ‘숟가

락을 가져와라!’라는 명령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8)은 구체물에 대한 어휘 수행의 예시이며, ‘사랑, 정의,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실체에 

대한 어휘 수행의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수행’들은 우리가 어휘의 앎

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한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행’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기능, 적용, 생산, 표현’ 

등의 용어가 혼잡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들은 모두 학습자가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실제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능

력’에 초점이 있다면, ‘수행’은 ‘실제로 하는 행위’로서 ‘행위’, 즉 행동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철학적 논의에 이어 국어교육학으로 논의를 좁히면, 우리가 어휘와 관련하여 수행하

는 것은 어휘 ‘이해’와 ‘표현’이다. 이는 언어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고 있는 국어과의 영역 구분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은 다시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

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이해 전략과,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

휘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물론 주지하듯이 이해와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국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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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적절한 어휘 표현은 어휘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 이해와 구분

되는 어휘 표현 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예컨대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휘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 모두에서 사전 활용을 다루었다. 

이해 전략에서는 사전을 활용한 사전적 의미, 품사, 발음, 유의어, 문장 찾기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반면 표현 전략에서는 단어의 사전

적 의미나 품사 등의 정보를 아는 것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표현과 보다 직접적

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어를 문장 이상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문장 예시를 찾아보는 것과 연어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어 

관계를 아는 것 역시 개별 단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어 이해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아 연어 관계 찾기는 어휘 이해 전략에는 포함시키지 않

았다. 

본고에서 이처럼 어휘 수행 전략을 어휘 이해 전략과 어휘 표현 전략으로 나누고자 한 

데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크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동일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어휘 이

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발달 정도는 동일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고의 실험 결과도 마찬

가지였다.40) 따라서 개별 학습자를 고려한 어휘 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적으로 어휘 이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어휘교육이 다분히 

어휘 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41)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어휘 표

40)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에 대해서는 Ⅲ장 2절에서 다루었다. 

41) 이러한 문제의식은 강보선(2013)에서 상세히 개진되었다. 

어휘 이해 전략 어휘 표현 전략

�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

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

다. 

�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

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

아본다. 

� (단어의 연어 관계를 모를 때) 사전을 

통해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표 17> 사전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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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략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어휘 수행을 크게 어휘 이해와 표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어휘 

수행 전략은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어휘 수행 

전략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이 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서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 과정인 동시에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임을 논구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어휘 수행 전략의 특성을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어휘 수행 전략의 특성

여기서는 어휘 수행 전략의 성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어휘 수행 전략의 특

성을 1) 의식적인 인지 과정 2)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 과정 3)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았다.    

3.1. 의식적인 인지 과정

먼저 어휘 수행 전략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이 무의

식적인 것이냐, 의식적인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어휘 수행 전략의 사

용은 무의식적인 속성과 의식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어휘 수행 전략에 관여하는 지식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의식적 성격과 무의식적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의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활성화되는 부분은 대

뇌 피질(cerebral cortex)로 알려져 있다. 대뇌 피질에서는 기억, 집중, 사고, 언어, 각성 

및 의식 등 주요 사고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모든 행

위를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만일 그렇게 한다면 대뇌는 과부하에 걸릴 것이

다.) 우리의 뇌는 자주 수행하여 익숙해진 행동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김

춘경 외, 2016). 이는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이것저것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라는 수행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수행이 자동화된 이후에는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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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42)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해 본 경험이 축적된, 숙달된 화자는 어휘 수행 전략을 

의식하지 않아도 적절한 어휘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를 박혜진(2019: 174)에서는 ‘무의

식적 유능감’이라고 하였다. 만약 어휘 수행 전략 교육과 관련하여 ‘어휘 수행은 무의식

적이며, 모어 화자라면 배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모어 화자가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간과하고 무의식

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 주목한 것일 수 있다. 문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일부의 연구자들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언어를 매우 유능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만 주목하고 언어를 의식적으로 배워 나갔던 과거는 생각하지 못한다. 

덧붙여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과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도 모어 화

자들이 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등교 후 교실에서 만난 친구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상황과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상황은 의사소통적 문제의 어려움이 매우 다르다. 전자의 경우라면 의식적

인 집중 없이도 의사소통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매우 의식적인 어휘 

수행 전략 또는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이 요구된다. 

둘째, 어휘 수행 전략의 속성이 의미적이냐 통사적이냐에 따라 다르다. 기억에서의 어

휘 지식 표상에 대해 논의한 채현식(2013)에서는 심리학에서의 논의를 가져와 어휘부

와 통사부의 기억 방식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다. 먼저 채현식(2013)에서는 스콰이어

(Squire, 2004) 등 심리학에서의 논의를 가져와 기억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

다. 

42) 문법 지식의 자동화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한국어 격조사 

처리를 비교한 이선영(2013)의 연구 결과가 참조된다. 이 연구의 실험 결과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사이에 통사 오류문을 처리하는 속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어 화자에 비해 통사적 처리의 자동화가 덜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선영(2013)에서 제시한 통사적 오류문인 ‘*남자의(√가/를) 맞이해요.’와 같은 문장에 

대해 모어 화자들은 즉각적으로 문장의 오류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자신

이 학습한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장의 적격 정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반응 속

도가 느렸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집단의 차이로 인한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기는 하지

만 모어 화자의 문법 지식의 자동화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령이나 학년 또는 언어 학습 시간의 차이에 따른 문법 지식의 자동화에 대한 연구는 찾

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한적으로나마 모어 화자와 외국어 학습자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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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억의 유형(채현식, 2013)

그에 따르면, 단어는 의식적으로 배우고 접근할 수 있으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

므로 절차 기억이 아닌 서술 기억이다. 또한 단어를 배운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맥락과 

관계없이 알고 있는 지식이므로 단어에 대한 기억은 일화 기억이 아닌 의미 기억이다. 

반면에 통사 규칙은 절차 기억이며 이는 서술 기억과 달리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이는 어휘와 통사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서로 다름을 방증한다(채현식, 2013). 이처럼 

어휘와 통사 정보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해당 기억을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의식의 정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또한 이선영(2013)의 실험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선영(2013)에 따

르면 모어 화자들은 의미 오류문보다 통사 오류문을 통계적으로 더 빨리 처리하였다. 이

는 통사 정보와 의미 정보의 처리가 각기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문장 처리와 관련된 선행 이론 중 통사 처리와 의미 처리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단

원 이론(modular theory)을 지지한다(Fodor, 1983; Forster 1979; Frazier & Fodor, 

1978, 이선영, 2013: 321 재인용). 따라서 후술할 어휘 수행 전략 중 어휘적 전략은 문

법적 전략에 비해 전략 사용에 있어 훨씬 더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은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

다. 또한 모어 화자들은 자동화된 전략 사용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다시금 의식적인 

주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육적 차원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의식적 국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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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 과정  

전략 사용의 동인(動因)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있으므로 전략은 목표 지향적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전략이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들 역시 의사소통 전략이 ‘의사소통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Faerch & Kasper, 1983)’임

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 성향에 따라 학습 

전략을 달리 사용한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간단히 말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바탕

으로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정교화(의역, 요약, 유추 

생성, 생성적 노트 정리 등)나 조직화(핵심 아이디어 선택, 개요화 등)와 같은 심층적 인

지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는 데 학습 목표가 있는 학습자

는 시연(반복, 암기, 밑줄 긋기 등)과 같은 표층적 인지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영미 외, 2011).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는 얼마나 적

극적으로 문제 해결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은 달라질 수 있

다. 만약 의사소통의 목표를 텍스트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함으로 설정한다면,  

이때에는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가는 등 적극적인 어휘 이해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상대로 작성된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면밀하게 해석하고자 할 것이며, 이때에는 훨

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어휘 의미 이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국면에서는 학습자가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하기에 앞

서 분명하고 정교한 어휘 수행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3.3.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   

이와 같이 어휘 수행 전략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목표 지향적

으로 사용되므로 모든 어휘 수행 전략은 전략이 사용되는 맥락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다.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 30-31)의 논의는 의사소통 전략이 ‘언어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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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맥락 인식하기’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목표와 이에 따른 적절한 어휘 수행 전략을 설정하기 위

해서는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능 영역의 ‘기

능’으로서 ‘맥락 이해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휘 수행 시에도 이러한 맥락 이해하기

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 관계 전략 중 하나인 ‘질문하기’43)를 예로 들면, 성공적인 전략 사용을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맥락에서는 수험생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 감독관 등에게 질문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학교 내

신 시험이나 대학의 중간, 기말고사 등과 같은 맥락에서는 단어 의미의 질문이 어느 정

도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행 맥락에 따라 전략 사용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연구(Kertoy & Vetter, 1995; 이

기숙 외, 2004 등)들은 전략 사용과 맥락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어휘 표현 과

제가 주어진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학습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과제 또는 과제 해결 자체에 주목하는 메타인지 전략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반면에 

교육적 맥락이나 과제 해결을 위한 맥락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어휘 수행 맥락에서

는44) 선호하는 어휘 수행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어휘 수행의 목표와 맥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제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시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만약 TV를 보다가 ‘핵인싸’와 같은 신조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단어의 기술적 의미 이해와 같은 비교적 단

순한 목표가 수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조어의 의미를 잘 아는 10~20대 화자에게 단어

의 의미를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전략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교

육학 또는 국어교육학적으로 ‘수행’의 의미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전략이 선

호될 것이다. 이 경우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의미에서 시작하여 단어의 의미를 집합적

으로 인지해 보거나, 국외 논의에서 ‘수행’에 대응하는 단어 또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

해 볼 수 있다. 또한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수행’에 대해 논의한 다양한 학

43) 이러한 전략은 후술되겠지만,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

다.’와 같이 단어의 의미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전략이다. 

44)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누난(Nunan, 1989)에서는 과제의 유형을 교

육적 과제(pedagogic tasks)와 실제적 과제(real-world tasks)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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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개념 정의를 메타적으로 비교해 보는 등 단어의 의미 이해를45) 위한 복합적인 

전략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4. 어휘 수행의 과정과 어휘 수행 전략의 분류

4.1. 전략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 어휘 수행의 과정 

어휘 수행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능력을 중심으로 어휘 수행의 과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어휘 수행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았다. 이는 앞서 

어휘 수행의 속성을 의식적인 인지 과정과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 것과 상

통한다. 이는 어휘 수행의 언어 외적 속성에 주목한 결과로 어휘 수행을 의식적인 사고 

과정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만으로는 어휘 수행의 언어적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논의한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을 구체화하여 

어휘 수행의 언어 내적 속성으로서 어휘 이해와 표현 과정에 주목하였다. 

(1) 어휘 수행의 언어 외적 속성: 문제 해결 과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수행은 문제 해결 활동의 하나이므로 어휘 수행의 사고 

과정은 문제 해결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의 하위 과정들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문제 해결 모형에서 설정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

하다. 본고에서는 이 중 문제 해결 학습 과정을46) 제시한 박수진·최유현(2014)의 논의

를 빌려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박수진·최유현(2014)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 학습 과정

은 다음과 같다.  

45) 이때의 의미 이해는 단어의 기술적 의미 이해를 넘어서는 해석적인 활동이다. 어휘 이해

는 두 차원의 이해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후술된다. 

46) 문제 해결 학습 과정이란 학습을 문제 해결 과정의 일종으로 보고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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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 해결 학습 과정(박수진·최유현, 2014: 175) 

1. 문제 확인

2. 정보 수집

3. 해결 방안의 탐색

4. 해결 방안 선정

5. 구체적 계획

6. 실행

7. 평가 및 정리

이를 어휘 수행 과정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회귀

의사소통 

문제 상황 

인식

⇒ 목표 수립 ⇒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 탐구

⇒
해결 방안 

제시 ⇒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그림 6>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어휘 수행의 과정

먼저 문제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어휘 수행에서 문제 상황은 의사소통적 문제 상

황으로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야 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등이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의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이때 목표는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을 

탐구한다. 여러 개의 어휘 수행 전략 중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거

나, 즉각적으로 하나의 수행 전략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략에 대해 탐구

하느냐, 아니냐는 이어지는 해결 방안의 질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

다. 다음으로 선택한 어휘 수행 전략에 따라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수립한 

목표에 비추어 자신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 본다. 이때, 도출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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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불러온다고 판단되면 어휘 수행 과정은 종료되게 된다. 그

러나 도출된 해결 방안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탐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며, 해결 방안 제시와 평가가 다시금 이어지게 된다.  

이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해결적 어휘 수행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는 

대부분 머릿속에서 각 과정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어휘 수행 과정은 대

화의 성격을 띠며, 이때 개별 참가자들의 사고 과정이 언어로 표상되게 된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휘 수행의 과정을 예시로 들어 살펴보았다.

(10) 일 지자체,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 가라” 강권(데일리굿뉴스, 밑

줄은 연구자) 

항공 노선 폐지될까 우려…3개월간 660명 목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국 내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월 48.0%, 9월 58.1% 각

각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관광 수입이 절대적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시코쿠 지역 북서부에 위치한 에히메현이 최근 직원들

에게 한국 여행을 독려하는 일까지 생겼다. 에히메현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도고온천을 비롯해 성터·사찰·신사 등이 많아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

은 관광지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에히메현이 본청 9개 부서와 현 내 공기업 및 교

육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을 갈 것을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10~12월 석 달간 660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부서별 이

용 예정자 수의 보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보도를 통해 에히메현이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강권하고 나선 

것을 두고 현 내 마쓰야마 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의 탑승률이 낮아

지면서 항공 노선이 폐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쓰야마와 인천을 오가는 노선은 현재 한국의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주 3편을 취항 중이다. 해당 노선 탑승률은 일본 불매 운동 확산 전인 7월까지

만 해도 80% 이상이었으나, 지난 8월에는 63%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에히메현이 직원들을 상대로 사비를 부담해서 한국 여행을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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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에히메현 관계자는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도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먼저 학습자가 위와 같은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강권(하다)’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하

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학습자는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

에 따른 목표를 수립한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어휘 수행 전략 중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

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거나, 즉각적으로 하나의 수행 전략을 떠올릴 수도 있다. 다음으

로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 수행 전략에 따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도출된 해결 방

안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불러온다고 판단되면 어휘 수행 과정은 종료되게 된다. 그러

나 도출된 해결 방안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탐구가 다

시 이루어지게 되며, 해결 방안 제시와 평가가 이어지게 된다. 

어휘 수행 과정 사고 예시

의사소통 문제 

상황 인식

여기서 사용된 ‘강권(하다)’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왜 기자는 ‘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목표 수립
‘강권(하다)’의 의미를 내가 아는 어휘 이해 전략을 활용하여 성공

적으로 추론해 보자.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 탐구

‘강권(하다)’는 한자어이므로 단어에 사용된 한자의 의미를 바탕으

로 어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 방안 제시 ‘강권(하다)’는 ‘강하게 권하다’라는 뜻일 것이다.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에히메현이 직원들을 상대로 사비를 부담해서 한국 여행을 가라고 

강요한 것은 지나치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강권(하다)’는 ‘강하게 

권하다’라는 의미와 다소 다른 것 같다. 

최적의 어휘 

수행 전략 

재탐구

‘강권(하다)’는 ‘강요’와 의미상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더 정

확한 의미 이해를 위해 사전에서 ‘강권(하다)’를 찾아보도록 하자. 

해결 방안 제시
‘강권(하다)’의 의미는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다.’라는 의

미이다.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강권(하다)’의 의미를 통해 뉴스 기사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표 18> 어휘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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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 수행의 언어 내적 속성: 어휘 이해와 표현의 과정 

다음으로 어휘 수행의 언어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 이해와 표현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에서 단원

적 처리를 강조하는 이론(modular theory)에서는 언어 이해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구분

되며, 각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단원적 처리를 처음 제안한 포더(Fodor, 

1983)에 따르면 의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해변이 안전하다’47)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자는 단어를 지각한다. 이때 지각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

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다.48) 단어를 지각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화자들은 문장을 하나

의 정보 단위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분절하여 단어 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변이], [안전하다]를 각각 머릿속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단어의 의

미를 인식한다. 이후 통사부에 저장된 통사 규칙을 통해 ‘주어+술어’ 등의 통사 구조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해변이 안전하다’라는 명제가 갖는 의미를 

머릿속에서 표상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해당 명제의 참, 거짓 등의 진리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문장이 제시된 발화 문맥은 문장의 의의(sense)를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문장은 발화 문맥에 따라 ‘해변이 (아이들이 놀기

에) 안전하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해변이 (기름 유출 사태로부터) 안전하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포더(Fodor, 1983)에 따르면 언어 이해는 <표 19>와 같은 순차적인 처리 과정을 거

쳐 이루어지며, 발화 상황에 따라 이해 과정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갖

47) 문장 예는 에반스와 그린(Evans & Green, 2006)에서 가져옴. 

48) 구어 상황이라면 청각으로, 문어 상황이라면 시각으로 지각된다. 또한 점자를 읽을 때는 

촉각으로 지각된다. 

단어 지각
어휘부에서의 단어 

인식

통사부에서의 통사 

구조 파악
명제 의미 표상

↑              ↑              ↑              ↑

발화 문맥

<표 19> 언어 이해 과정(Fodor, 1983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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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해의 의미는 구체적인 행위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휘 능력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 평가 내용

을 마련한 이기연(2012)에서는 실질적인 어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기능’ 범주로 ‘변별, 

추론, 정의, 생성’을 든 바 있다. 이 중 어휘 이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는 ‘변

별, 추론’인데, 변별은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

는 것이며, 추론은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포더

(Fodor, 1983)에서 제시한 언어 이해는 의미를 ‘추론’49)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구분은 어휘 이해 상황의 맥락과도 연관된다. 리드(Read, 2000)에서는 이해

(reception)라는 용어에 ‘인식(recognition)’과 ‘이해(understanding)’라는 개념이 혼용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인식’은 상대적으로 탈맥락적인 상황에서의 이해를 의미하

는 반면, ‘이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이해를 뜻한다고 하였다(강보선, 2013: 11 재인

용). 이렇게 보면, 어휘 의미의 ‘변별’은 상대적으로 탈맥락적인 상황에서의 어휘 의미의 

변별·정교화를 의미하는 반면, ‘추론’은 맥락적인 상황에서의 어휘 의미를 이해하는 능

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50) 또한 의미 추론의 대상이 되는 단어는 처음 접하는 낯선 

단어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해당될 수 있다. 이미 사전적 의미(기술적 의미)

를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맥락에서 단어의 표현적 의미나 연상적 의미, 

주제적 의미 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어휘 이해의 속성은 여러 단어들 사이의 세밀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이해의 장면에서 마주치는 단어의 의미를 적절한 단서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것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어휘 표현의 과정은 어휘 이해의 과정과 반대로 개념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언

어 형식 구성으로의 흐름을 갖는다. 여기서는 어휘 표현 과정에 대해 논의한 신명선

(2009ㄱ)과 강가혜(2017)를 중심으로 어휘 표현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명선(2009ㄱ)에서는 ‘자신의 머릿속 사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능

력’을 어휘 표현 능력으로 규정하고, 어휘 사용51)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하였다. 

49) 이와 관련하여 ‘의미 추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추측(推測)’보

다는 ‘추론(推論)’이라는 용어가 어휘 수행 전략의 인지적 속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아 

이기연(2012)에서 사용한 ‘의미 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0)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휘 이해란 ‘맥락을 고려한 자신의 머릿속 사전의 특정 부분을 활성

화시키고 해당 어휘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신명선(2009ㄱ: 108)

의 논의도 참고가 된다. 



- 60 -

<그림 7> 어휘 사용 기제(신명선, 2009ㄱ: 110)

그에 따르면 개념화 과정은 표현하고자 하는 경험이나 생각 등을 구조화하고 선택하

며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초점화 과정은 표현 내용을 자신의 시각(view point)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개념화 과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언어화 과

정은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정보가 최종 결정되는 과정이다(신명선, 2009ㄱ: 111).  

신명선(2009ㄱ)에서 제시한 ‘개념화 과정’이 ‘내용 생성’과 관련된 것이고, ‘언어화 과

정’이 문법적 능력과 밀접한 것이라면, 어휘 표현에서 전략적 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부

면은 ‘초점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점화 과정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담

을 수 있는 단어를 ‘의미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 차원에서 ‘말했

다.’와 같은 개념을 떠올린 경우, 초점화 과정에서 ‘밝혔다/규정했다/언급했다/토로했다/

변명했다/항변했다’ 등 관점과 그 의미역이 상이한 다양한 단어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강가혜(2017)에서는 어휘 표현 과정 중 ‘어휘 선택’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

51) 원저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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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어휘 선택은 ‘언어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담아 낼 언어 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인 

동시에, 의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의적 과정(강가혜, 2017: 21)’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김지홍(2015)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 선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 8> 어휘 선택의 과정(강가혜, 2017: 26)

‘개념의 포착’ 단계는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착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어휘 선

택항 나열 단계는 포착된 개념에 부합하는 어휘를 발견하고 선택항을 열거하는 단계이

다. 이때, 선택항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중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

념과 의도를 담은 최적의 선택을 위한 사고 과정이 동반된다. 마지막으로 선택 기준에 

따른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강가혜, 2017: 27-28). 

앞서 신명선(2009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표현이 ‘어휘 선택’으로 전부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52) 어휘 표현의 핵심이 어휘 선택에 대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때, 다양한 어휘 선택항을 저울질하여 최적의 어휘 표현 결과를 이루어 내

는 데 어휘 표현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 이해는 단어 인식 → 어휘부 탐색 → 

통사부 탐색 → 의미 표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어휘 표현은 개념화 → 초점화 → 언

어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초점화 과정에서 어휘 선택항 구성 등을 통해 어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52) 어휘 선택의 개념은 신명선(2009ㄱ)에서 논의한 개념화 과정이나 언어화 과정을 포괄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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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휘 수행 전략의 분류

어휘 수행 전략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를 참고하되,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1차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 전략의 적극성에 따른 분류 2) 사회적 관계 고려 및 활용에 따른 분류 3) 인지적 

속성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어휘 수행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언어 외적 속성에 따

라 어휘 수행 전략을 분류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언어 외적 속성에 따라 어휘 수행 전략

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4.2.), 이후 언어 내적 속성에 따라 어휘 수행 전략을 2차적으로 

분류하였다(4.3.). 

(1) 전략의 적극성에 따른 분류: 적극적 전략과 회피 전략

먼저 전략의 적극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와 적극적

인 전략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리드(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63)에서는 수용적인 관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초인지 전략으로53) ‘단어의 뜻

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간다.’를 제시한 바 있다. 리드(Read, 2001)에서는 이를 

‘사전이나 용어 해설 목록에서 단어 찾기, 교사나 능숙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맥락

상의 단서 활용하여 추측하기’와 동일선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의사소통

의 지속을 위한 하나의 상위 인지 전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인 어휘 수행 전략으

로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을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

미에서 ‘회피 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54) 회피 전략의 경우 구체적인 어휘 수행 전략은 

아니지만, 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전략 사용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에 비해 대체로 회피 전략으

로 일관하는 학습자는 어휘 능력 역시 낮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3) 번역서에서 사용한 ‘초인지 전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54) 논자에 따라 이와 같은 회피 전략을 ‘감소 전략’이라 부르고, 적극적인 전략은 ‘보상(또는 

성취) 전략’이라 부르기도 한다(Faerch & Kasper, 1983: 52-53; Read, 2001, 배도용·전

영미, 2015: 1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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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 고려 및 활용에 따른 분류: 개인적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 

두 번째 전략 분류는 성공적인 전략 사용을 위한 자원이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에 따

른 분류이다. 개인적 전략은 개인적 자원 또는 능력을 활용하여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

하는 전략을 말한다. 반면에 사회적 전략은 동료, 교사, 부모님 등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

여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전략을 말한다. 슈미트(Schmitt, 1997)에서는 ‘선생님’

이나 ‘친구’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한 어휘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 관계 전략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 학습 전략의 하나로 제시된 분류이기는 하지만 

어휘 이해와 표현 시에도 이러한 분류가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또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전략 외에,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전략을 사회 

관계 전략으로 보았다. 예컨대,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와 같

은 전략은 개인적 자원이나 능력 외에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짐작하여 그러한 수준에 맞

게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전략 선호와 사용은 학습자의 개별 성향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다

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오히려 사회적 자원 활용 전략을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

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단어의 이해나 표현 시 권위자에게 의지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

다. 또한 동일한 어휘 능력을 보이는 학습자라 할지라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전략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3) 인지적 속성에 따른 분류: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

어휘 수행 전략은 인지적 속성에 따라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으로 나뉜다. 최영

환(2003)에서는 전략을 인지 전략과 초인지적 전략으로55) 나누었는데, 전자는 학습자

들이 언어에 직접 적용하는 전략을 말하며, 후자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 학습 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책략에 해당한다(최영환, 2003). 어휘 전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에서는 인지 전략을 어휘 전략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상위 인지 전략만을 어휘 전략의 예

시로 들기로 한다.

55) 원저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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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논의로 샤펠(Chapelle, 1994)이 있다. 샤펠(Chapelle, 

1994)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능력의 구성 요인을 1) 어휘 사용 맥락 2) 어휘 지

식과 기본적 처리 과정 3) 어휘 사용에서의 상위 인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

점은 어휘 지식을 상위 인지 전략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성공적인 어휘 수행

에 이를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지식을 구체적

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높은 수준

의 어휘 수행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

는 상위 인지 전략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인지적 전략의 경우 구체적인 언어 수행의 속성에 따라, 즉 화법 전략이냐 문법 전략

이냐, 아니면 어휘 전략이냐에 따라 그 범주와 예시가 달라진다. 반면에 상위 인지 전략

의 경우 자신의 사고 행위나 언어 수행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전략이나 어휘 전략 등에서 제시하는 범주와 예시는 대개 유사하다. 차

경미·이기연(2019)에서는 메타 인지 전략의 예로 ‘수행 조정(자신 또는 집단의 표현 과

정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과 ‘과제 해결 초점화(신속하고 효과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과제 또는 과제 해결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전략은 상위 인지 전략보다는 인지 전략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인지 전략 역시 전략적인 어휘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시에는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언어 외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어휘 수행 전략의 1차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는 어휘 전략을 어휘 학습 전략과 어

휘 수행 전략으로 대별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 수행 전

략을 의사소통 상황(mode)에 따라 어휘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

어휘 수행 

전략

적극적 전략
인지 전략

개인적 전략

사회 관계 전략
관계 활용 전략

관계 고려 전략

상위 인지 전략

회피 전략

<표 20> 어휘 수행 전략의 1차 범주(언어 외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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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어휘 수행 전략들을 1차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1차 분류는 1) 적극적 

전략과 회피 전략 2) 개인적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 3)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이

다. 여기서 사회 관계 전략은 다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어휘 수행 전략과 사회적 관계

를 고려한 어휘 수행 전략으로 나누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유형 분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분류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전략 중 본고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전략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음을 밝힌다.  

4.3. 어휘 수행 전략의 범주와 사례

2절에서의 어휘 전략의 개념과 어휘 전략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어휘 수행 전략을 도출하도록 한다. 여기서 논의한 어휘 수행 전략은 선행 연

구에서 제시된 전략들도 있으며, 연구자가 새롭게 제시한 전략들도 있다. 또한 여기서 

논의한 전략들은 Ⅲ장에서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를 도출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어휘 수행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어휘 수행 전략을 도출할 시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전략이 아닌 어휘교육의 목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인 내용은 전략으로 도

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휘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어휘를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어휘 표현과 관련된 어휘교육의 목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전략이 드러나지 않아 교육적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

한 거시적인 내용은 전략으로 도출하지 않았다.56) 둘째, 첫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나

치게 구체적인 전략은 도출하지 않았다. 예컨대,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

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와 같은 전략이 있다면, 상하위 관계

를 상세화하여 ‘분류 관계에 따른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기능형 관계에 

따른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57)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56) 물론 모든 전략들을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상세화하여 다루지는 못하였다. 예컨

대, 어휘 수행 전략의 핵심이 되는 어휘적 전략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수준에서 수행 전

략을 다룬 반면, 차별적 표현과 관련된 전략은 맥락 이용 전략의 하나로서 다소 포괄적으

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57) 신명선(2010)에서는 엄격한 상하 관계로 분류 관계(꽃-식물)와 비분류 관계(사람-의사)

를, 느슨한 상하 관계로 기능형(개-애완동물)과 문화제약형(시계-선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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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로서 실제 모어 화자들이 어휘를 사용할 때에 이러한 세밀

한 차원까지는 별도의 전략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나치게 구체적인 

전략은 도출하지 않았다. 셋째, 선행 연구들이 ESL 배경이나 한국어교육 배경으로 이루

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 모어 화자에게는 다소 부적절한 전략들이 있었다. 예컨대 어휘 

표현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의 연구인 이경(2015)에서는 ‘제1언어에 근거한 전략’

을 든 바 있고, 최일·김원경(2017)에서는 ‘직역하기’, ‘코드 전환’을 든 바 있다. 이러한 

전략들 역시 모어 화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대

상이 모어 화자라는 점에 유념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4.2.에서 논의한 어휘 수행 전략의 1차 범주에 더하여 2차적으로 전략들의 

하위분류를 시도하였다. 하위분류에는 차경미·이기연(2019)에서 제시한 어휘 표현 전

략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차경미·이기연(2019)은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휘

를 표현해야 하는 과제를 주고, 모어 화자들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용

하는 전략들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 논의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중 표현 전략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기서 사용한 전략 분류는 전체 어휘 수행 전략의 분류에도 

유용하다고 보았다. 우선 차경미·이기연(2019)에서 제시한 어휘 표현 전략의 범주와 개

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어휘 표현 

전략
개념

활성화 시의 사고 또는 

사고 구술 예

어휘적 

전략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대응시키면서 단어

가 개념을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 이 단어가 이 뜻이 맞

아?

� 이 단어 뜻이 뭐지?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단어의 가치(긍정적, 부정적, 중립

적) 및 어감 등 단어의 연상적 의

미를 고려하는 경우 

� 이 단어는 좋은/안 좋은 

단어 아니야?

� 이 단어는 이런 어감을 

가진 것 같아.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해당 단어와 계열 관계(유의어, 상

의어, 반의어 등)를 이루는 단어를 

고려하는 경우 

� 이 단어와 유의 관계/반

의 관계/상하위 관계를 

이루는 단어에는 뭐가 

<표 21> 어휘 표현 전략과 그 개념(차경미·이기연, 2019: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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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미·이기연(2019)에서 제시한 어휘 표현 전략의 분류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어휘 

있지?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단어와 다른 단어가 맺는 어휘적 

연어 관계나 의미 호응을 고려하

는 경우

�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자

주 쓰이는 거 같아. 

�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와 호응해야 

해. 

문법적 

전략

단어의 

문형 고려

해당 단어가 가지는 문형을 고려

하는 경우

� 이 단어는 주어/목적어/

부사어/관형어가 있어야 

해.

� 이 단어는 이러한 성분

을 필요로 해. 

단어의 

어형 고려

단어의 품사와 활용형 등 해당 단

어의 어형을 고려하는 경우

� 이거 품사가 뭐야?

� 이거 이렇게 활용이 

되나?

참조 

전략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이나 스

키마 등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단어의 표현을 떠올리

는 경우 

� 이 단어는 이런 뜻 아니

야?

�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

됐던 것 같아.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사전이나 다른 매체 등 외재적 자

원을 활용하여 단어의 사용 예를 

참조하는 경우  

� 사전에서 이 단어는 이

렇게 사용되네. 

� 문학 작품에서 이 단어

가 이렇게 사용됐네.

메타인지 

전략

수행 조정

자신 또는 집단의 표현 과정을 메

타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정하는 경

우

� 내/우리가 잘 하고 있나?

� 이건 이상한 거 같아. 다

시 생각해 보자. 

과제 해결 

초점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과제 또는 과제 해결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

� 과제가 정확히 뭐지?

� 농담하지 말고 빨리 이

거 하자. 

맥락 및 

장르 

이용 

전략

맥락 및

장르 이용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 또는 표현

되어야 하는 맥락이나 장르(성)을 

인식하는 경우

� 이 단어는 구어/문어에서

는 거의 안 쓰이는 것 

같아.

� 이 단어는 지금 이 장르

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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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전략을 연역적으로 도출해 낸 것이 아니라, 실제 모어 화자들은 대상으로 한 실험

을 통해 어휘 수행 전략을 귀납적으로 도출해 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전략들이 활성

화될 시의 사고 또는 사고 구술의 내용을 실제 모어 화자들의 발화를 기초로 하여 제시

함으로써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본고는 차경미·이기연(2019)에서 제시한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의 하

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괄호 안의 전략은 어휘 이해보다는 어휘 표현 시에 

더욱 두드러지는 전략이다. 

이를 차경미·이기연(2019)의 분류와 비교하면, 먼저 어휘적 전략에서 ‘대체 표현 고

려’ 전략을 포함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대체 표현(paraphrase) 고려 전략을 중요하

게 다루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적 전략을 관계 활용 전략과 관

계 고려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어휘 이해 또는 표현을 포기하는 경우를 ‘회피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전략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58)59)

58) 전략에 대한 설명은 차경미·이기연(2019) 일부를 참조하였으나, 차경미·이기연(2019)은 

어휘 표현 전략에 초점이 있는 반면 본고에서는 어휘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을 아울러 기

언어 외적 분류 언어 내적 분류

어휘 

수행 

전략

적극적 

전략

인지 

전략

개인적 전략

맥락 이용 전략

어휘적 

전략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대체 표현 고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문법적 

전략

단어의 어형 고려

(단어의 문형 고려)

참조 전략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사회 

관계 

전략

관계 활용 

전략

(관계 고려 

전략)

상위 인지 전략

회피 전략

<표 22> 어휘 수행 전략의 하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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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락 이용 전략 

먼저 본고에서는 차경미·이기연(2019)의 ‘맥락 및 장르 이용 전략’ 논의를 가져오되, 

‘맥락’에 ‘장르’가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맥락 이용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수행 전략은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맥락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따

라서 모든 어휘 수행 전략을 사용할 시에 화자는 맥락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수

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신명선(2014ㄴ)에서는 어휘 능력의 구조에 ‘상황 맥

락’을 제시한 바 있고, 신명선(2009ㄱ)에서도 어휘 사용의 기제에 ‘맥락’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때, 맥락은 메타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표현 맥락에서 고려하게 되는 맥락 요소들(신명선, 2009ㄱ: 105) 

<그림 9>를 살펴보면, 미시적 차원에 음운, 형태, 통사 정보 음성 언어(구어), 문자 언

어(문어)적 특성 등의 언어적 특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어휘 수행 전

략에서 논의되는 모든 전략들이 맥락 이용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맥락을 폭넓게 

술하였다. 또한 지면 관계상 차경미·이기연(2019)에서 자세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을 보다 

상세히 다루었음을 밝힌다.  

59) 전략에 대한 설명에서 어휘 이해와 표현을 대등하게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어휘 이해

에 비해 어휘 표현에 더 많은 요소가 개입하므로 어휘 표현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어

휘 이해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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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미시적 차원을 제외한 메타적 차원과60) 거시적 차원의 맥락 

요소를 맥락 이용 전략으로 보았다.   

먼저 이해의 차원에서 맥락 이용 전략은 맥락상의 단서를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

론하는 전략(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63)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기연

(2006)에서는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 이해 전략으로서 ‘문맥 활용’을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이해 차원에서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나 가치를 추론하

거나,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들이 논의

될 수 있다. 

먼저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읽기 영역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글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며 읽는 ‘추론적 읽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1) 추론적 읽기와 관련된 읽기 영역 성취 기준(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

정)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성취 기준 해설: [4국02-03] 이 성취기준은 중요한 낱말의 의미나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문맥을 통해 짐작하여 추측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

하였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글에서 빠진 세부 내용을 추측하거나,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거나, 인물의 마음이나 상황을 상상하거나, 사건의 전후를 추론

하거나, 낱말의 의미 등을 짐작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문맥

이나 읽는 이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짐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해당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3~4학년군에 제일 처음 제시되고, 이후 중학교급과 고등

학교급에서도 꾸준히 제시되는 성취 기준이다.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면서 글을 이해해 

나가는 전략은 글의 이해에 있어 기초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또한 

단어가 사용된 앞뒤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글의 전체적

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글의 장르를 통해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보는 전략은 문학교육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다음은 윤

60) 메타적 차원의 맥락의 경우 제2언어 학습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2언어 의

사소통에서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번스(Berns, 199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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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자화상>과 관련된 교과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 이 시에서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자연의 의미: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표 23> 문학 영역에 제시된 단어 의미 파악 활동 예시

(좋은책 신사고, 민현식 외, 2017: 16-17) 

학습 활동에서 초점을 두는 ‘우물, 자연’ 등은 기초어휘로서61)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

우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기술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의미’는 ‘함축적 의미’ 또는 ‘상징적 의미’로서 제시된 맥락 또는 장르에서 해당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다단한 사고 과정과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

에서의 단어의 의미 이해는 문학교육의 소관으로 치부되어 그동안 어휘교육이나 문법교

육에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휘 이해 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함축적 

의미 또는 상징적 의미의 이해 역시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할 뿐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단

어의 의미 이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향후 어휘 이해 전략의 차원에서 문학 작품의 단

어 의미 이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62)

다음으로 표현의 차원에서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어 화자들이 

어휘가 표현되는 맥락 또는 장르(해당 맥락에서는 뉴스 보도문)를 인식하는 양상을 제시

하였다. 

61) ‘우물’과 ‘자연’은 김광해(2003)에 따른 어휘 등급이 모두 1등급이다. 

62) 관련하여 신명선(2015ㄴ)에서는 기형도의 <엄마 생각>에 제시된 ‘해가 시들다’라는 연어

와 관련하여 장르에 따른 연어의 비규범적 사용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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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맥락 및 장르 이용 전략의 예시(차경미·이기연, 2019: 171)

B: 선언? 선언하다?

C: 뭔가를 정하는 거잖아? 

A: 판정하다. 규제하다. 밝히다!

C: 밝혔습니다. 근데 약간 공적인 그런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B: 네 괜찮을 거 같아요. 

(12)에서는 모어 화자들이 ‘OOO 총재는 정부가 세종시 토지를 헐값에 내놔 기업의 

땅투기 공급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라고 제시된 문장에 대해 ‘규정하다’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모어 화자

들은 ‘밝히다’와 같은 단어가 고유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적인’ 뉴스 보도문에서 ‘밝히

다’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였다. 이처럼 화자들은 개념의 선택 

이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개념을 가진 선택항이 있을 경우, 단어가 표현되는 맥락 또는 

장르를 고려하여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밖에 비속어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거나, 맥락과 상황을 분석

하여 비속어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을 바꾸어 표현하는 전략들이 맥락 이용 전략에 포함

될 수 있다. 비속어나 차별적 표현은 그러한 표현이 제시되는 맥락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달라진다. 예컨대, ‘여의사’와 같은 단어의 경우 단어가 사용된 맥락에 

따라 차별적 표현임이 분명한 경우와 차별의 의도 없이 사용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

다.63)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거나 표현할 때에는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63) 인터넷에서 ‘여의사’를 검색해 보면, 해당 병원에 여의사가 있음을 홍보하거나, 여의사협

회에서 여의사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의사’는 

‘의사’와 비교하여, 범주 구성원의 구체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효과(신명선, 2010)가 있으

며 부정적 의미에서의 ‘차별적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지점이 차별적 표현과 혐오 표현이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컨대, ‘맘충’과 같은 표현은 맥락과 상관없이 대상에 대한 혐

오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적 표현이라기보다는 혐오 표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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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적 전략

①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이 전략은 단어의 이해 및 표현에서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고려하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본고에서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의 하위분류로 ‘기

술적 의미, 표현적 의미, 연상적 의미, 사회적 의미, 주제적 의미’를64) 제시한 구본관 외

(2016)의 의미 분류를 따랐다. 이에 따르면 기술적 의미는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의미의 

부분으로, 대개 해당 단어의 핵심 의미가 된다(구본관 외, 2016: 8). 

주지하듯이 이 전략은 어휘 이해와 표현에서 거의 항상 작동되는 핵심 전략이다. 먼저 

어휘 이해 시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기술적 의미(descriptive meaning)가 무엇인지 생

각해 보고, 자신이 이해한 기술적 의미가 해당 맥락에서의 어휘 이해에 적합한지를 고려

하게 된다. 또한 머릿속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의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단어의 기술적 

의미가 중심이 된다. 한편,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전략은 개념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

하기 위해, 즉 어휘의 표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명선, 2009ㄱ). 

이러한 단어의 개념적 의미 고려 전략은 이기연(2012)에서 논의한 어휘 능력 중 ‘정

의’ 능력이 전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기연(2012)에서는 ‘의미를 명료화

하여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정의’ 능력으로 규정

하였다.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등의 외재적 자원을 참조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본고에서 상정한 어휘 수행 전략의 분류 중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

려 전략과 외재적 자원 참조 전략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65)

64) 기술적 의미(사전적 의미), 연상적 의미를 제외한 표현적 의미, 사회적 의미, 주제적 의

미를 고려하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나,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세부

적인 의미 분류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단어의 개념적 의미 

중 기술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65)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사전에서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찾아 개념과 단어의 대응을 

확인하는 경우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전략으로 보고,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전략에

는 넣지 않았다.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어휘 표현 전략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외재

적 언어 자원 참조 전략으로서 ‘용례 확인’ 등만을 포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어휘 이해 

전략을 포괄하기 때문에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전략이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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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이해나 표현 시 단어의 기술적 의미 외에도 단어의 가치와 어감 

등 단어의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를 고려한다. 연상적 의미란 청자에게서 

환기되는 의미이다(구본관 외, 2016: 8). 먼저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이는 단어의 ‘의미 가치(meaning value)’라고 할 수 있는데, 단어는 내재적으로 의미 가

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맥락에 따라 의미 가치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고춘화, 

2017). 일반적으로 의미 가치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등으로 구분된다. 모어 화자들

은 대체로 중립적 가치에 비해 유표적인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가치를 추론하면서 상대방이 해당 단어를 통해 드러내고

자 한 표현 의도를 이해한다. 다음은 신명선(2009ㄴ: 92)에 제시된 예로서 어휘 표현이 

후행 담화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잘 보여주는 동시에 모어 화자들이 상대방의 어휘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의 가치를 읽어 내는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다.  

(13) TV 토론 담화의 일부(신명선, 2009ㄴ: 92)

손: -중략- 한국이 굉장히 많은 짐을 떠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주로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을 떠맡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런 입장, 그래서 그것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

는 겁니까?

대통령: 그렇게 부담으로만 생각진 마시고요,

제시된 담화에서 ‘대통령’은 ‘손’의 발화에 사용된 ‘짐’ 등의 단어가 부정적 가치를 지니

고 있음에 착안하여 후행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짐’이 ‘보통 부정적 가치를 활

성화시키기 때문(신명선, 2009ㄴ: 93)’이다. 

또한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표현 시에도 단어의 가치를 고려한다. 차경미·이기연( 

2019)에 따르면 모어 화자들은 ‘낌새’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

를 수행하면서, ‘낌새’66)가 부정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는 점에 유의하여 ‘도

있었다. 

66) ‘낌새’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야릇한 

분위기’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낌새가 이상하다. 미심쩍은 낌새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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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이 들어오는 낌새가 있었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낸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가치를 넘어 단어의 어감을 고려하기도 한다. ‘어감’

은 사전적 정의로는 ‘말소리나 말투의 차이에 따른 느낌과 맛(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뜻으로, ‘음색에 따른 미묘한 뉘앙스를 말의 의미에 결부시켜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체계(정인호, 2013: 56)’이다. 어휘 이해 시 모어 화자들은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의 예는 이기연(2006)에 제시된 예로서 고등학교 학습자

가 ‘표표히’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감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론한 사례이다. 

(14)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전략 예시(이기연, 2006: 65)

표표히67)/ 야, 표표히 생각해봐/ 표표히?/ 표표, 표표./ 뭔가 이렇게 막 펄럭

펄럭하는 거 같은 느낌.../ 펄럭펄럭은 좀 무겁지 않아? 이건 좀 가벼운 것 같

잖아/ 표표히, 그냥 왜... 막 가볍고... 날아가고...

한편, 이기연(2006)에 따르면 어감을 활용한 단어의 의미 추론 전략은 중·고등학교 

학습자에게서 매우 빈번히 발견되었는데, 실험 단어로 제시된 ‘재재거리다’나 ‘강권’을 

제외하고는 의미 추론이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다. 어감을 통한 단어의 의미 추론 전략

은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파악하는 전략으로서 의성어나 의

태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어휘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기연, 

2006: 66). 

그러나 어휘 표현에 있어서 단어의 어감을 고려하는 전략은 매우 유의미한 전략일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차경미·이기연(2019)에 제시된 예로서 모어 화자들은 단어의 표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에서 오는 어감 등을 논의하면서 어휘 

표현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5) 단어의 어감 고려 전략 예시(차경미·이기연, 2019: 154-155)

A: 근데 듬뿍, 이런 것보다 담뿍이라고 했을 때 주는 어감이 어떻게 좀 다르

다. 낌새를 맡다’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낌새’는 일반적으로 ‘미심쩍은 낌새, 수

상한 낌새’ 등으로 사용되고, ‘바람직한 낌새, 아름다운 낌새’ 등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차경미·이기연, 2019: 153). 

67) 표표-히3(飄飄히)「부사」「1」 팔랑팔랑 나부끼거나 날아오르는 모양이 가볍게(<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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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B: 듬뿍보다 담뿍은 더 말하는 사람이, 말투가 좀 이런 말투인 사람이 하는 

거 같아요. 약간.

A: 아... 말투의... 

B: 어, 어떠세요?

A: 뭔가 좀 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뿍 이런 말이 다 양성모음이라서 

그런가, 아, ‘아, 우’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담뿍하다 이게 듬뿍보다는 조금 더 

이게 뭔가 가볍고, 뭔가 양성모음이 주는 어떤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예쁜, 예

쁜, 그런...

③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모어 화자들은 단어가 다른 단어와 이루고 있는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고려하여 이를 단어의 의미 이해나 표현 시에 활용한다. 단어의 계열 관계는 종적인 관

계로서, 문법 범주가 같으면서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관계이다. 단어의 계열 관계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 부분 관계 등으로 나뉜다(구본관 외, 2016: 156). 이처

럼 단어가 가질 수 있는 계열 관계가 다양하다 보니 계열 관계의 고려 역시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전략은 유의 관계, 상하위 관계, 반의 관계를 활용하는 전

략이다. 이때,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중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및 외래어의 대응, 한

자어와 고유어의 대응, 외래어와 고유어 및 한자어의 대응을 고려하는 전략 등이 중요한

데, 여기서는 이처럼 단어의 계열 관계를 고려한 어휘 이해 및 표현 전략들을 포괄하여 

다루었다. 

먼저 모어 화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

다. 만약 ‘호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학습자라면 ‘가족호텔,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이 대략 무엇을 뜻하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동이 새로운 단어를 학

습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는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기본층위(basic 

level) 가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기본층위 가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간은 사물 

또는 개념의 분류관계를 상위층위, 중간층위, 하위층위로 나누며 그 가운데 중간층위인 

기본층위를 개념적으로 더 현저하고 우월하며 친근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임지룡, 

2011: 157). 따라서 아동들은 ‘동물-개-진돗개’ 등의 분류관계에서 ‘개’를 기본층위로

서 가장 먼저 인지하거나 학습하게 되는데, 이후 학습한 ‘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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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하위어(진돗개)를 학습하거나, 반대로 추상적인 상위어(동물)의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표현의 의미 또는 의도를 추론하는 것 역시 핵심

적인 어휘 이해 전략 중 하나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는 유의어라고 할 수 있

는 ‘건설업자’와 ‘건설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16) ‘업자’, ‘사업자’와 관련된 뉴스 기사 중 일부(건설경제, 2018. 12. 06. 

밑줄은 연구자)

(전략)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 울산 건설업자 김 모 씨가 연루

되어 있다는 뉴스에서다. 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경찰청 A팀장이 건설업자 김 

모 씨와 유착관계였다는 게 뉴스의 내용이었는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 모 

씨를 건설업자로 적었다.

국어사전에는 건설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토목이나 건축 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사실 ‘업자(業者)’는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지칭할 뿐, 그 이상도 그 이

하도 아니다. 양봉업자, 판매대행업자, 수입업자, 목축업자, 세공업자, 하역업자, 

통관업자, 세탁업자, 채석업자, 운송업자, 무역업자, 부동산개발업자, 영화배급

업자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유독 건설업자만은 다르게 해석된다. 영화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기 때문일까. 단순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만이 아닌, 건설업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부

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1월1일부

터 명칭 변경이 본격 시행됐다.

‘업자가 사업자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

겠지만,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는 결코 적지 않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일군 성과에 상

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건설사업자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

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칭이 변경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국내 언론들은 이를 인지하

지 못한 듯하다. 속칭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똑같이 

김 씨를 건설업자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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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정적인 뉴스라 그냥 건설업자로 사용한 것일까. 만일 그렇더라도 법

적 명칭이 사업자로 바뀐 이상, 업자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

다. (후략)

위와 같이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주체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능력 중 하나이다. ‘새터민, 탈북민, 북

한 이탈 주민’ 등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능동적인 

태도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모어 화자들은 다양한 계열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어휘 표현을 결정한다. 이때, 

계열 관계를 고려한 표현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표현 시 

계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계열어를 표현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 예로 ‘마음이 싱

숭생숭하고, 어수선하였다’와 같은 표현을 들 수 있다. 이 표현은 ‘마음이 싱숭생숭하였

다.’ 또는 ‘마음이 어수선하였다.’에 비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

면서 그 표현 효과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열 관계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

여 자신이 생각하거나 표현한 단어를 다른 계열 관계로 바꾸어 보는 전략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로 바꾸어 보는 것이 이

러한 전략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유의어로서 ‘사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미, 

연상적 의미 등의 차이가 표현의 효과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외국어교육에서도 ‘상위어 사용’이 어휘 표현 전략의 하나로 논

의되고 있는데(Blum-Kulka & Levenston, 1983; Tarone, Cohen & Dumas, 1983), 

이때 상위어 사용 전략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하위어를 

구분 구체적 전략 예(유의 관계)

계열 관계를 

고려한 표현

유의 관계/반의 관계/상하위 관

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수선하

였다.

계열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한 

선택항 구성

유의어/반의어/상하위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단어를 유의

어/반의어/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로 

바꾼다. 

<표 24> 계열 관계를 고려한 표현의 두 가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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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경우, 상위어 사용 전략은 단순히 

구체적인 하위어를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상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한  표현 전략

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계열 관계를 교육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엄격한 의미적 기준을 벗어나 좀 더 유연

한 시각에서 계열 관계를 다룰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계열 관계를 고려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7) 방탄소년단, <Trivia 承 : Love(RM 작사)>68) 중 발췌(밑줄은 연구자)

넌 나의 기억을 추억으로 바꿀 사람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 사람 

‘기억’과 ‘추억’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의어로 볼 수는 없지만, 해당 맥락에서는 유의 

관계를 이루며 표현 효과를 높여 주고 있다. 반대로 ‘기억’과 ‘추억’은 일견 비슷해 보이

지만, 후자가 전자에 비해 ‘특별함’이라는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해당 맥락은 반의 관계

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69) ‘사람’과 ‘사랑’의 경우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단어들이 의미론적으로 어떠한 계열 관계인지 ‘정/오’의 개념

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계열 관계를 활용한 단어 표현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표현에 활용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등 어종에 따른 표현 효과를 고려한 어휘 이해 및 표

현 전략이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비교적 많으므로(김광해, 1989; 

민현식, 1998; 봉미경, 2005; 노명희, 2006; 이신형, 2009; 손혜옥·이수미, 2011; 박혜

진, 2019 등),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을 마련해 볼 수 있다. 

한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계열 관계에 있는 어휘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8) 이 노래의 가사는 문자학 또는 음운교육적으로도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난 그냥 사람, 사람, 사람/넌 나의 모든 모서릴 잠식/나를 사랑, 사랑, 사랑/으로 만들어 

만들어/우린 사람, 사람, 사람/저 무수히 많은 직선들 속/내 사랑, 사랑, 사랑/그 위에 살

짝 앉음 하트가 돼” 

69) 사실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구별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의 장에서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의어는 동의어가 아닌 이상 A라는 단어와 B

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 자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의미 자질의 차이가 부

각되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그 표현 효과가 유사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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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어의 계열 관계와 관련된 성취 기준 및 성취 기준 해설(2015 개정 

교육과정, 밑줄은 연구자)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해설: 이 성취기준은 낱

말들이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하위어에 중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비슷한 말, 반대말, 상･하위어 등을 여러 상황에서 활용해 

봄으로써 어휘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해설: 이 성취기준

은 어휘에 대해 체계를 세워 탐구하고 어휘의 특성이나 의미 관계에 따라 어휘

의 양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어휘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종(語種)에 따라 마련될 수 있으며, 어휘의 양상은 지

역 방언, 사회 방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체계나 양상에 

따라 어휘의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

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해설 없음.) 

그러나 이를 구현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교육의 목표로 ‘어휘 능

력 신장’을 내세우면서도 그 교육 내용은 어휘의 체계 및 양상,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어휘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 목표와 교육 내용의 간극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계열 관계에 대한 지식 요소와 더불어 이에 대

한 전략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대체 표현 고려

이 전략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주로 어휘 표현 시에 두드러지는 전략으로서 블룸-쿨카

와 레벤스턴(Blum-Kulka & Levenston, 1983), 타론, 코헨과 뒤마(Tarone, Cohen & 

Dumas, 1983)에서는 ‘바꾸어 말하기’ 전략을 어휘 표현 전략의 하나로 논의한 바 있다. 

이 전략은 영어로는  ‘paraphrase(패러프레이즈)’라고 불리는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

는 개념에 부합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대체어를70) 활용하여 어휘 표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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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가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단어의 계열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과 일견 비슷한 속성이 있지만,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가 보다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대체 표현 고

려는 이러한 성공적인 단어 표현이 불가능할 시에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체 표현 고려 전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적 지식을 초등학생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가는 더 적합한 단어가 있음에도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대체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단어의 반

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주는 것도 대체 표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가혜(2017)에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이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19) 학습자 작문 자료 중 일부(강가혜, 2017: 54)

나는 카슨과는 다른 것이, 나는 유전자 변형이나 살충제 같은 것을 아예 없

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몬산토에서 종자를 사야해 부담이 크다는데, 차라

리 그 돈으로 무농약, 친환경 사업에 신경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 식량의 문제나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나는 유전자 변형보다는 냉동식품 같

은 것에 힘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표현 양상은 더 정교한 단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휘를 표현한 결과로서, 정

교하고 섬세한 의미 표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글을 지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러한 양상은 학습자의 ‘어휘 다양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강보선(2013)에 따르면 

학습자의 TTR(Type-Token Ratio)71)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커지기는 하나, 

그 상승폭이 크지 않고 전문가의 글과 비교했을 때 TTR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교수·학습 시 학습자들이 반복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연습

70) 대체어란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우리말샘>). 

71) TTR은 타입과 토큰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서 TTR이 높을수록 어휘 다양도가 높음을 뜻

한다. 이때, 토큰은 텍스트에 사용된 전체 어휘 수로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를 모두 계산한

다. 반면 타입은 텍스트에 중복되지 않고 사용된 어휘 수를 뜻하는 것으로 각각의 어휘는 

1회씩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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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 사용이 내면화되게 되면, 이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다양한 어휘를 부려 쓸 수 있는 어휘 표현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전략은 단어와 다른 단어가 이루는 통합 관계에 주목하여 어휘

를 표현하는 전략이다. 문장에서 각각의 단위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데 이를 

결합이라고 하고, 결합을 이루는 말들 간의 관계를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 또

는 결합 관계)라 한다(구본관 외, 2015: 99). 

어휘 이해 시에도 단어의 통합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맥락 이용 전략’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휘 이해 전략에서는 해당 전략을 따

로 다루지 않았다. 관련하여 이기연(2006)에서는 문맥 활용 전략의 하위에 1) ‘글 전체 

흐름 이용하기’와 2) ‘목표 단어의 주위 단어를 이용하기’를 들었다. 단어의 통합 관계를 

고려한 어휘의 의미 이해 전략은 이기연(2006)에서 제시한 문맥 활용 전략 중 후자의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표현의 차원에서는 맥락 이용 전략과 대별되는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전략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어의 표현 시 연어 관계를 고려하거나, 단어와 단어의 의미 

호응을 고려하여 단어의 표현을 결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차경미·이기연

(2019)에서는 모어 화자들이 ‘경륜’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제에서 ‘경륜이 높다, 경륜

이 있다/없다, 경륜이 높다/낮다, 경륜이 깊다’ 등 ‘경륜’이 다른 단어와 이루는 연어 관

계에 주목한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모어 화자들이 

선·후행 단어의 의미적 호응을 고려하여 단어의 표현을 결정하는 양상도 나타났는데, 

‘창건하다’로 문장을 만드는 과제에서, ‘창건하다’의 대상으로서 규모가 작은 것보다는 

‘규모가 큰’ 것과 어울린다고 하면서, ‘나라, 회사’ 등을 목적어로서 고려하는 모습을 보

여 주었다. 이러한 전략 사용 예시는 모어 화자들이 단어의 통합 관계를 어휘 표현 시 고

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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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적 전략

① 단어의 문형 고려

단어의 문형 고려 전략은 단어의 표현 시 단어의 문형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문형은 

문장의 유형을 뜻하는 말로서 단어가 문장을 이룰 때, 문장 구조를 고려하는 전략을 ‘단

어의 문형 고려’ 전략으로 보았다. 

어휘 표현의 차원에서 단어의 문형 고려 전략은 중요하다. 신명선(2009ㄴ)에서는 언

어화 과정에서 ‘통사적 구성 기제’를 어휘 사용 기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차경미·이기연

(2019)에서는 모어 화자들이 단어 표현 시 단어의 문형에 주목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0) 단어의 문형 고려 전략 예시(차경미·이기연, 2019: 160)

A: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무엇을. 의견을.

B: 의견을 수렴하다. 

A: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의견에 수렴할 수도 있고. 

B: 아 의견에?

A: 어떤 점에, 어떤 일치점에 수렴할 수도 있고. 

B: 수학적으로? 

A: 음, 그건 수학에 특수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을’이겠네요.  

  

위의 경우 ‘수렴하다’의 구문에 주목하여 단어의 표현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

렴하다’는 다의어로서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의 의미일 때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만, ‘광선, 유체, 전류 따위가 한 점에 모

이다.’의 물리 전문용어일 때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 ‘수렴하다’의 서로 다른 문형(<표준>)

1 【…을】「1」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들이다.

          「2」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

          「3」방탕한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단속하다.

          「4」오그라들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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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세 따위를 거두어들이다.

2 「1」 『물리』 광선, 유체, 전류 따위가 한 점에 모이다. ≒수속하다.

  「2」 『생명』 동식물의 계통이 다른 군(群)이 같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 

닮은 형질을 나타내며 진화하다.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단어의 표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

다. 

   

② 단어의 어형 고려

단어의 어형 고려 전략은 단어의 어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

나, 이를 단어 표현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먼저 이해 차원에서는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이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이 여기에 해당한다.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하는 전략의 경우, 개별 품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를 통해 문장에서의 단

어의 의미를 유추해 보는 것이다. 예컨대, ‘세종대왕은 백성을 긍휼히 여겼다.’와 같은 

문장을 접했을 때, 학습자는 ‘긍휼히’라는 부사의 기술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긍휼히’가 

부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문장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은 파생어나 합성어의 의미를 추론

할 때 유용한 전략으로서,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이해 전

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낱말의 확장 방법(파생, 

합성)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전략

이 어휘 이해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 단어 형성법과 관련된 성취 기준 및 성취 기준 해설(2015 개정 교육과

정, 밑줄은 연구자)

[6국04-02]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

한다. (해설: 이 성취기준은 낱말의 확장 방법(합성, 파생)을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우리가 접하는 낱말들은 

다양한 낱말 확장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탐구 활동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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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여러 가지 확장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낱말의 의미를 추론하고 의

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은 목표 단어가 한자어일 

경우 대단히 유용한 전략 중 하나이다. 관련하여 이기연(2006)에서는 학습자들의 어휘 

의미 처리 전략의 하나로서 ‘한자 지식 활용’을 다룬 바 있다. 다만 학습자들의 경우 국

어 어휘에 한자 어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전략

을 다른 전략에 비해 빈번히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조 전략

①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전략은 모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

이다.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크게 ‘직관’과 ‘스키마’로 구분하였다. 

먼저 언어적 직관과 관련하여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선뜩선뜩’이라는 단어의 의

미를 언어적 직관을 활용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양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그 의

미와 용법을 정확히 모르는, 비교적 낯선 단어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관적으로 어휘 표현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열없다’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하는 과제에서 모어 화자들이 ‘열없다’의 표현을 ‘열없이 뭐뭐하다’라고 직관

적으로 떠올린 경우이다(차경미·이기연, 2019). 

또한 모어 화자의 스키마가 어휘 이해나 표현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스키마

(schema)란 ‘화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험적 사례의 인식에 있어 

선험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 도식(Marconi, 1997, 신명선 외 역, 2019: 259)’이다. 사

실상 스키마는 넓게 보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방대한 배경지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할 ‘맥락 이용’ 전략과 구분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모어 화자는 맥락과 장르

에 대한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어휘 수행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

행 연구에서 전략을 구분할 때 맥락 이용 전략을 따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örnyei & Scott, 1997; 신명선, 2009; 이경, 2015; 최일ㆍ김원경, 2017 등) 스키마

와 맥락 이용 전략을 구분한 차경미·이기연(2019)의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도 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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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아래의 예는 차경미·이기연(2019)에 제시된 예로서, 모어 화자들은 “네덜란드에게는 

월드컵에서 36년 만의 패배인데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까지 비통해 하는 모습입니다.”라

는 문장에서 ‘비통하다’의 대체 표현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키마를 동원하였

다. 

(23)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예시(차경미·이기연, 2019: 165)

A: 아까운 게 좀 있지 않나?

B: 안 아까울 수도 있어.

A: 왜?

B: 아깝지 않게 진 거야. 10:0으로. 아까울 수가 없어. 

C: ‘비통하다’라는 거는 슬퍼서 마음이 아픈 거니까.

B: 5:4로 졌으면 아까운데.

C: 비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월드컵에서 패배했잖

아... 

위 논의에서는 ‘아깝다’라는 단어가 지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나 속성, 축구 경기의 

속성(보통 어느 정도로 득점이 되며, 어느 정도의 점수 차로 승부가 결정되는지), 월드컵

이라는 경기가 가지는 중요성 등 다양한 모어 화자의 스키마가 동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과제에서 다른 모어 화자들은 ‘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

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어휘 표현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모어 화자들이 어

휘 표현을 고민하면서 동원하는 다양한 스키마의 양상을 잘 포착하고 있다.  

②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전략은 사전이나 그 밖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사전이나 용어집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전략은 어휘 이해 전략의 대표적 사례이

다(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63). 어휘의 이해 차원에서는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찾아보거나, 단어의 품사, 발음을 찾는 것, 또는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볼 수 있

다. 또한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보는 것 역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좋은 전략 중 하나이다. 표현의 차원에서도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 사전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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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모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어휘 표현을 할 수 있다. 

한편, 말뭉치를 통해 단어의 사용 예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어휘 이해 및 표현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말뭉치 활용은 전문가와 학습자들이 그 사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전

략 중 하나이다. 연구자의 경우 단어를 표현할 때 단어의 용법에 대한 앎이 확실치 않을 

경우 말뭉치를 활용하여 단어의 사용 예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또한 전략 타당도 검토

에 참여한 전문가 4의 경우에도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Ⅲ장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경우 말뭉치를 활용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

다. 따라서 말뭉치 활용 전략은 추후 언어 자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용하는 능력 

및 태도와 관련하여 국어교육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5) 사회 관계 전략 

① 관계 활용 전략

관계 활용 전략은 사회 관계 전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어

휘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전략을 말한다. 리드(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63)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어휘 이해 전략으로 ‘교사나 능숙한 다른 사람에게 무

슨 뜻인지 물어본다.’와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고, 블룸-쿨카와 레벤스턴(Blum-Kulka 

& Levenston, 1983)에서는 어휘 표현 전략으로 ‘권위에 호소’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권위에 호소’하는 전략의 예를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중국어 구술시험을 보는 상황

교수님: 你有兄弟吗？ (형제자매가 있나요?)

나: 是的, 我有一个兄弟姐妹。(네, 오빠 한 명, 언니 한 명이 있어요.)

교수님: 你姐姐做什么工作？ (언니는 무슨 일을 하나요?)

나: 我姐姐的工作是... (언니의 직업은...) 선생님, 죄송한데 간호사가 뭐예요?

교수님: 护士。(간호사)

나: 哦，我姐姐的工作是护士。(아, 언니의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국어로 전환하기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수님

께 ‘간호사’라는 단어를 묻지 않고, ‘我姐姐的工作是간호사’와 같이 말할 수도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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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표현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 (24)의 예시에서 ‘나’는 ‘간호사’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말하지 못했지만, 권위자의 도움을 얻어 ‘我姐姐的工作是护士。’라는 문장을 완성해 말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의사소통에 임하는 태도 면에서 모국어 전환 전략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 

모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빈번히 사용된다. 학습자들은 

읽기나 듣기의 상황에서 단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많이 하며, 표현의 상황에서도 표현

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으나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교사 등의 권위자에게 의

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단어의 의미에 

대해 토의해 보거나, 더 나은 표현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 활동 등이 관계 활용 전략에 포

함될 수 있다. 

② 관계 고려 전략

관계 고려 전략은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휘를 표현하는 전

략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신명선(2009ㄱ)에서는 맥락의 요소에 ‘청·독자의 특징’을 넣

어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는 넓게 보면 맥락에 대한 고

려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표현의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는 

기존에 논의되어 온 맥락과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은 화법교육에서 논의된 바가 많다. 관련하여 박

성석(2013)에서는 대화를 크게 ‘관계 중심적 대화’와 ‘과제 중심적 대화’로 나누고, 관계 

중심적 대화를 특정한 대화 자체의 목적이 없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대화(박

성석, 2013: 25)로 정의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관계 고려 전략은 의사소통의 여러 구

성 요소 중 ‘수신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를 고려한 어휘 표현은 크게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어휘 표현과 상대방의 어휘 수

준을 고려한 어휘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어휘 표현은 상대방과

의 관계를 지속 및 심화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감정 표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는 하지만, 차경미(2013)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어휘 표현의 중요성을 교육 내용

으로 제시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교사에

게 말할 때, ‘왜 승질내세요’, ‘문제가 허접해요.’ 등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어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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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문제적 상황으로 제시하였다(차경미, 2013: 47).72)  

또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토에서 전문가 3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어휘 표현 전략’으로 제시하여 참고가 된다. 

(25) 관계 고려 전략의 예시(전문가 3의 타당도 검토 내용 중 발췌)

A와 B가 오랜 연인이다가 헤어진 상황, A는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C에

게 B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 하소연한다. 이때 C는 명백히 ‘B’가 잘못했다고 생

각하면서도 A와 B가 완전히 헤어진 상황이 아니고, 둘은 오래 만난 사이였으

며 C와 A는 친하긴 하지만 공적으로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B씨 너무했다. B씨 정말 실망이네요.”라고 말하는 대신 “B씨 너무 서운하네

요. 그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서운하다.”라고 돌려 말했다.

전문가 3이 ‘서운하다’와 같은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어휘 표현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운지 짐작 가능하다. 성공적

인 어휘 표현을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또한 대화에 등장하는 제3자의 관계

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휘적으로는 ‘실망이다, 너무하다’ 등의 의미역과 ‘서

운하다’의 의미역에 대한 고려 등 많은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어휘 차원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화법 차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어휘와 화법의 문제를 분

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유용하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의 장에서는 이

러한 말하기 문제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때 어휘의 선택 문제

가 의사소통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측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한 어휘 표현 역시 관계 고려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는 표현이 특히 중요한 상황은 첫째, 비전문가를 대상

으로 하는 전문적 내용의 전달73), 둘째, 아동이나 연소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어휘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신의 

72)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감정 표현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교육적으로

도 매우 중요하다. 왜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와 같은 표현은 용인 가능하지만,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등의 표현은 용인 가능하지 않은지의 문제는 감정 표현이라는 현상이 대단히 

복잡함을 시사한다.   

73) 이와 관련하여 과학 및 과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커뮤니케이션’ 운동에 대해 

논의한 차경미·구본관(201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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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표현을 의식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상위 인지 전략

상위 인지 전략은 앞서 논의한 바대로, 어휘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수립하거나,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여 조정하는 등의 전략을 말한다. 어휘 수행과 관련된 

상위 인지 전략으로는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목표 설정하기’, ‘자신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점검·평가·조정하기’ 등이 논의될 수 있다. 

(7) 회피 전략

회피 전략은 넘어가기, 주제 회피하기 등 적극적인 어휘 이해나 표현을 포기하는 전략

이다. 어휘 이해 차원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간다.’ 등과 같은 전략

이 소극적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어휘 표현의 차원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

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다.’ 등의 전략이 회피 전략이다. 또한 ‘한 

번 생각하거나 표현한 단어는 재차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등도 회피 전략이 될 수 있

다. 

한편, 회피 전략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회

피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글을 읽을 때 매번 모르는 단어마다 멈춰 서서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확인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듣기와 같은 이해 상

황에서는 상대방이 말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확인하거

나,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아주 숙련된 모어 화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회

피 전략을 사용하며, 회피 전략은 의사소통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휘의 이해나 표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장에서도 회피 전략만

을 사용해 온 학습자는 적극적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교

육의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적절한 맥락에서 어휘 이해나 표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경험

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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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어휘 이해 전략의 사례 어휘 표현 전략의 사례

맥락 이용 

전략

�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

함)  

�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텍스트 차

원 포함)  

�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

인 내용(텍스트 차원)을 통

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 비속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 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

를 표현한다. 

�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

다. 

�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

꾼다.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 단어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

인지 생각해 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찾아본다. 

�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단어의 기술

적 의미를 대응시키면서 단어가 개념

을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한

다.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 단어의 가치(긍정적, 부정

적, 중립적)를 추론한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알아본다. 

�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단어의 가치(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의 어감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한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

를 찾아본다.

�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

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

한다.

�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

<표 25> 어휘 수행 전략의 범주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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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한다.

� 한자어라면, 대응되는 고유

어를 떠올려 본다.

� 외래어라면, 대응되는 고유

어나 한자어를 떠올려 본

다.

� 고유어라면, 대응되는 한자

어나 외래어를 떠올려 본

다. 

어 본다.

�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

다.

�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

다.

�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외국어를 고유

어로 바꾸어 본다.

�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

꾸어 본다. 

�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

꾸어 본다.

�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

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대체 표현 

고려
-

�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

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

현한다.

�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

른 단어로 바꾼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

� 단어와 다른 단어가 맺는 어휘적 연어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

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 단어와 단어의 의미 호응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단어의 어형 

고려

�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 단어의 품사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의 활용형을 정확히 모를 때) 사

전에서 단어의 활용형을 확인하여 표

현한다. 

�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모를 때) 사전

에서 단어의 발음을 확인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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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단어의 형태를 정확히 모를 때) 사전

에서 단어의 형태를 확인하여 적는다. 

단어의 문형 

고려
-

� 단어의 문형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 사전에서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

본다.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 언어적 직관이나 스키마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

론한다. 

� 언어적 직관이나 스키마를 활용하여 

단어의 표현을 떠올린다.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 사전을 통해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

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

된 문장을 찾아본다. 

� 사전에서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

본다. 

�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

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관계 활용 

전략

�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

한다.

�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 나의 표현이 적절한지 선생님이나 부

모님께 확인한다.

� 나의 표현이 적절한지 친구에게 확인

한다.

� 단어의 표현을 더 잘 하기 위해 친구

들과 토의한다. 

관계 고려 

전략
-

�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

한다. 

�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

를 선택한다. 

상위 인지 

전략

�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목표를 설정한다.

� 자신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점검·평가·조정한다. 

회피 전략 �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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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휘 수행 과정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계층성 

4.3.에서 논의한 어휘 수행 전략의 예시들은 논의를 위해 선조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어휘 수행 과정에서 각 전략들이 순서대로 사용된다든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 것은 

아니다. 각 전략들은 어휘 수행의 과정에 따라 활성화 여부와 순서 등이 상이하다. 이를 

먼저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계층성 모형 예 

모어 화자들은 어휘 수행의 성격 또는 복잡성 등에 따라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휘 

수행 전략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전략만이 사용될 수도 

있다. 차경미·이기연(2019)에서 실제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어 

화자들은 어휘 표현 과제가 주어졌을 때, 비교적 다양한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과제를 해

넘어 간다. 

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

다.

�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

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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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한편, 특정 과제에서는 한두 개의 전략만을 사용하여 어휘 표현을 결정하기도 하

였다. 

한편, 신명선(2009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수행 과정에서 맥락 이용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은 거의 항상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어 화자들은 어휘 

수행에 앞서 어휘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야 하는 맥락을 파악한다. 이후 어휘 수행의 

목표를 수립하고 적절한 전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상위 인지 전략이 개입한다. 이

후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개입하여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참조 전략, 사회 관계 전략

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단일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를 실제 뉴스 보도에 사용된 어휘 

수행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 

(26) KBS 뉴스 보도 중 일부(밑줄은 연구자) 

이OO 대표가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26)의 예는 뉴스 보도에 사용된 표현으로, 이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상황을 ‘구설에 올랐다’라고 표현하였다. 해당 표현은 뉴스 보도를 작성한 기자의 어

휘 수행 결과로서, 해당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언어적 표현 중 특정 

표현을 선택한 결과이다.74)

먼저 필자(해당 매체에서는 기자)는 언어 표현의 맥락이 뉴스 보도라는 점을 인식하

여 표현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맥락 이용 전략은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해당 사건을 일종의 ‘구설(口舌)’로 개념화하였다. 이때에는 단어의 의미와 개

념을 대응시키는 어휘적 전략(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구설’의 

연어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을 결정할 수 있다. ‘구설’의 경우 ‘구설에 오르다, 구설에 휘

74) 실제로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밑

줄은 연구자).

� 이 대표는 15일 OO당 유튜브채널 영상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

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으니 의지가 더 강하다는 말을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

� 앞서 이 대표는 OO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을 통해 척수장애인이자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를 소개하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후천적 장애인들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강하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데일리안).

� 이 대표는 15일 OO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올라온 영상에서, OO당 총선 1호 영입 인재

였던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언급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

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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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다’ 등75) 다양한 연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필자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설에 

오르다’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표현 과정에는 어휘적 전략(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과 문

법적 전략(단어의 문형 고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당 표현을 결정하는 데 메

시지 수용자의 입장, 구설에 오른 당사자의 입장 등 다양한 사회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표현이 지나치게 이 대표를 비난한다든가, 반대로 지나치게 옹

호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메시지 수용자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를 작성

하는 기자들은 이러한 점에 민감하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복합

적으로 고려하고, 점검 및 평가하면서 어휘 표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숙련된 필자는 이러한 의식적인 사고 과정 없이도 곧바로 ‘구설에 오르다’와 같은 표

현을 떠올릴 수도 있다. 즉,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을 고려한 결과와 특정한 전략을 사용

하지 않은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숙련된 필자가 아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고, 어휘 표현에 대해 의

식적으로 사고해 보는 과정이 어휘 수행의 질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제시한 어휘 수행 전략들은 실제 어휘 수행 과정

에서 단일하게 또는 선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계층성을 실제 어휘 수행 교육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75) ‘구설’에 대한 국립국어원 말뭉치 검색 결과 ‘구설에 오르다, 구설에 휘말리다, 구설에 시

달리다, 구설이 끊이지 않다, 구설을 듣다, 구설을 몰고 오다’ 등 다양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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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

1. 조사 도구

1.1.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

(1) 전문가 타당도 검토

Ⅱ장에서 논의한 어휘 수행 전략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를 

마련하였다. 평가 도구는 어휘 수행 전략 목록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고, 전략의 내용

만으로 학습자들이 해당 전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1차적으로 도출한 어휘 수행 전략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이 각 27개로 총 54개 문항이다. 

번호 어휘 이해 전략과 예시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긍휼히 여기다’의 ‘긍휼히’는 부사이며,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풋과일’은 ‘풋-’이 있으므로 ‘덜 익은 과일’ 정도의 뜻일 것이다.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강권하다’는 ‘강(強)하게 권(勸)하다’라는 뜻일 것이다.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표표히’는 어감상 ‘펄럭펄럭하게’라는 뜻일 것이다.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관광호텔’은 ‘호텔’의 일종일 것이다. 

6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하다.’라는 문장에서 ‘심란하다’는 ‘싱숭생숭하

다’와 비슷한 뜻일 것이다.  

7

반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나는 권태를 벗어나 활기를 찾고 싶었다.’라는 문장에서 ‘권태’는 ‘활기’와 

반대되는 뜻일 것이다.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76)를 찾아본다. 

<표 26>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문항(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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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을 통해 단어의 가치(긍정적, 부정적, 중립적)를 추측한다. 

10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11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12
사전을 통해 단어가 전문용어인지 아닌지 찾아본다.

예: ‘톱밥’은 비전문용어이며, ‘말뭉치’는 ‘언어’ 분야의 전문용어이다. 

13
(전문용어의 경우) 사전을 통해 단어가 어느 분야의 전문용어인지 찾아본다.

예: ‘말뭉치’는 ‘언어’ 분야의 전문용어이다.  

14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예: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옷’의 유의어: 의복01(衣服)ㆍ의전02(衣纏).

15
사전을 통해 단어의 동음이의어가 있는지 찾아본다.

예: ‘옷의 꾸밈새’를 뜻하는 ‘복식’은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다.  

16
사전을 통해 단어가 다의어인지 아닌지 찾아본다.

예: ‘복식02(服飾)’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이다. 

17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예: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톱밥’의 예문: ‘난로에서는 톱밥을 때는 연기가 

(중략)’ 

18 단어가 사용된 전체 문형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19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찾아본다.

(*말뭉치는 실제 사용된 언어 자료를 체계화하여 모아 놓은 자료를 말합니다.)

20 말뭉치를 통해 단어의 가치를 알아본다. 

2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텍

스트 차원 포함)  

예: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현장검증을 했다.’에서 ‘천인공노하다’의 

의미를 추론한다. 

22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텍스트 

차원 포함)  

예: ‘불후의 명작’에서 ‘불후’는 긍정적인 뜻일 것이다. 

23
단어가 사용된 글의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금융과 관련된 글에서 ‘블록체인’은 금융과 관련된 단어일 것이다. 

2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2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2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2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번호 어휘 표현 전략과 예시

1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예: ‘그는 돈을 받지 못했다.’를 ‘그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로 바꾼다. 

예: ‘이번 달은 용돈이 부족하다.’를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하다.’로 바꾼다.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평가가 아닌 인간으로서 피고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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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로 바꾼다.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수선하였다.’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나는 어둠 속에 빛을 찾고 싶었다.’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

어 본다.

예: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로 바꾼다.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

어 본다. 

예: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로 바꾼다.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

어 본다.

예: ‘나는 상황을 생각하여 행동했다.’에서 ‘생각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꾼다.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

어로 바꾸어 본다. 

예: ‘올해 유행 색깔은’을 ‘올해 유형 컬러는’으로 바꾼다. 

10 단어의 품사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11

(단어의 형태를 정확히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형태를 확인하여 적는다. 

예: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뜻하는 단어는 ‘머릿말’이 아닌 ‘머리말’이다.  

12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발음을 확인하여 말한다. 

예: ‘유명세’의 발음은 [유ː명세]가 아닌 [유ː명쎄]이다. 

13
(단어의 활용형을 정확히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활용형을 찾아본다. 

예: ‘조심스럽다’의 관형사형은 ‘조심스런’이 아닌 ‘조심스러운’이다. 

14 사전에서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15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말뭉치는 실제 사용된 언어 자료를 체계화하여 모아 놓은 자료를 말합니다.)

16
(단어의 연어 관계를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예: ‘여간’은 ‘여간 ~ 한 게 아니다’와 같이 부정의 말과 함께 쓰인다. 

17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표현한다. 

예: 문학 장르라면 ‘해가 지다’ 대신 ‘해가 시들다’를 쓸 수 있다.  

18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19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예: ‘이 화장품에는 나쁜 화학 성분이 들었다’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성분’ 

대신 ‘재료’를 사용하였다. 

20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예: ‘강권하다’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억지로 권하다’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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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 수행 전략은 전략 사용에 있어 계층성을 띠지만, 본

고에서 실시한 조사 도구의 특성상 이러한 계층성을 조사 도구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전략들이 독립적인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토는 어휘교

육 및 문법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략의 내용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토는 면대면 또는 서면(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략 검토에

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전략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76) 사전적 의미의 경우 본고에서는 구본관 외(2016)의 논의에 따라 ‘기술적 의미’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으나, 기술적 의미는 학습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평가 문항에

서는 ‘사전적 의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구분 학력 및 경력 정보 검토 시기

전문가 1 국어학 박사 / 국어교육과 교수 재직 중

2018. 12.  

전문가 2 국어교육학 박사 / 국어교육과 교수 재직 중

전문가 3 국어교육학 박사 / 연구 기관 재직 중

전문가 4 국어교육학 박사 수료

전문가 5 한국어교육학 박사 수료

<표 27> 전략 검토 전문가 정보 

21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예: (수업이 지루하여 졸았을 때, 선생님이 ‘수업이 재미없니?’라고 물어본 상

황에서) 

‘아니요, 좀 피곤해서요.’라고 말한다. 

22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예: ‘존나 춥다’라고 말하려다가 ‘너무 춥다’라고 말한다.  

23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예: ‘여경(女警)’ 대신 ‘경찰’을 사용한다. 

24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예: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25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예: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다른 단어로 바꾼다.   

26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다.

27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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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조사

또한 앞서 제시한 1차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문항에 대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총 43명의 학습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학습자 자료를 삭제하여 총 39개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예비 조사 결과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Cronbach α) 신뢰도는 0.91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77)

다음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토 결과와 예비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였다. 1차로 제시된 어휘 수행 전략 목록은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성립 가능

한 어휘 수행 전략을 포괄한 것으로서 그 목록이 지나치게 방대하다.78) 또한 본고에서

는 어휘 수행 전략 평가와 함께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문항이 

많아지게 되면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적 덜 핵심적인 수행 전략들을 타당도 검토 결과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 결과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관계없이 학습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략들은 제

외하였다.79)

77) 크론바흐 알파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한 검사 내에서의 변수들 간

의 평균 상관관계에 근거해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의 경우 0.80~0.90 사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70 이

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본다(성태제, 2014).  

78) 의사소통 전략을 체계화한 듀르나이와 스콧(Dörnyei & Scott, 1997)은 의사소통 전략의 

목록을 33개로 제시한 바 있다. 

79) 따라서 본고는 가능한 어휘 수행 전략을 모두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사용한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문항의 경우에도 어휘 이해 문항 17개, 어휘 표

현 문항 24개로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에 대해서

는 Ⅲ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구분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최종 분석 대상

경기도 A 고등학교 2019. 2. 11. 3학년 43명 3학년 39명

<표 28> 예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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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해 6번과 7번 문항의 경우 해당 전략은 이미 제시된 단어가 유의 관계인지, 반

의 관계인지를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를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전문가 2, 전문가 3). 따라서 이 전략은 전문가 2의 제안에 따라 앞뒤 맥락을 활용하

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 활용과 관련된 이해 12, 13, 14, 16번 문항의 경우 학습자들이 거의 사용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였다(전문가 1).80) 말뭉치 활용과 관련된 이해 19, 20

번호 어휘 이해 전략과 예시

6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하다.’라는 문장에서 ‘심란하다’는 ‘싱숭생숭하

다’와 비슷한 뜻일 것이다.  

7

반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나는 권태를 벗어나 활기를 찾고 싶었다.’라는 문장에서 ‘권태’는 ‘활기’와 

반대되는 뜻일 것이다.  

12
사전을 통해 단어가 전문용어인지 아닌지 찾아본다.

예: ‘톱밥’은 비전문용어이며, ‘말뭉치’는 ‘언어’ 분야의 전문용어이다. 

13
(전문용어의 경우) 사전을 통해 단어가 어느 분야의 전문용어인지 찾아본다.

예: ‘말뭉치’는 ‘언어’ 분야의 전문용어이다.  

14
사전을 통해 단어의 동음이의어가 있는지 찾아본다.

예: ‘옷의 꾸밈새’를 뜻하는 ‘복식’은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다.  

16
사전을 통해 단어가 다의어인지 아닌지 찾아본다.

예: ‘복식02(服飾)’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이다. 

18 단어가 사용된 전체 문형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다. 

19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찾아본다.

(*말뭉치는 실제 사용된 언어 자료를 체계화하여 모아 놓은 자료를 말합니다.)

20 말뭉치를 통해 단어의 가치를 알아본다. 

번호 어휘 표현 전략과 예시

10 단어의 품사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11

(단어의 형태를 정확히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형태를 확인하여 적는다. 

예: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뜻하는 단어는 ‘머릿말’이 아닌 ‘머리말’이다.  

12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발음을 확인하여 말한다. 

예: ‘유명세’의 발음은 [유ː명세]가 아닌 [유ː명쎄]이다. 

13
(단어의 활용형을 정확히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활용형을 찾아본다. 

예: ‘조심스럽다’의 관형사형은 ‘조심스런’이 아닌 ‘조심스러운’이다. 

15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말뭉치는 실제 사용된 언어 자료를 체계화하여 모아 놓은 자료를 말합니다.)

<표 29> 전문가 타당도 검토 및 예비 조사를 통해 삭제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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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항과 표현 15번 문항 역시 학습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항

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1). 또한 이해 18번 문항과 표현 10, 11, 

12, 13번 문항의 경우 어휘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법적 능력과 더 밀접하기 때

문에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1). 이밖

에도 전문가 검토 결과와 예비 조사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예시를 추가하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 검토 결과와 예비 조사를 통해 다음의 두 전략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2는 

비유적 표현이나 관용 표현의 사용도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의 사용과 비유적 표현

의 사용(강보선, 2013; 이관희, 2018 등)은 중요한 표현 효과를 지니므로 이를 어휘 표

현 전략에 포함하여 다루었다.81)

(3)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문항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어휘 전략 평가 문항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0) 사전 활용과 관련된 전략의 경우 동일하게 사전을 활용하더라도 어휘 능력에 따라 주목

하는 부분이나, 활용하는 정보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면밀히 살

펴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사전을 활용하는 양상을 질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81) 한편 이들 전략을 최일·김원경(2017)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어휘 표현의 효과성을 높이

는 전략’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어휘 표현 전략들은 어휘 표현의 효

과성을 전제하므로 이러한 유형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Ⅱ장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다루지 않았다. 

분류 어휘 표현 전략과 예시

1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2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예: ‘강아지 같은 눈매가 매력적이다.’  

<표 30> 전문가 타당도 검토 및 예비 조사를 통해 추가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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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어휘 이해 전략 어휘 표현 전략

맥락 이용 전략

� 앞뒤 맥락을 통한 의미 

추론

� 앞뒤 맥락을 통한 가치 

추론

�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

한 의미 추론

� 장르 인식하여 표현하기

� 문체 인식하여 표현하기

� 비속어 표현 바꾸기

� 차별적 표현 바꾸기

어휘적 

전략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 사전적 의미 고려 -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 어감을 통한 의미 추론 -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 상하위어를 통한 의미 추

론

� 상하위어로 바꾸어 보기

� 상하위 관계를 고려한 표

현

� 유의어로 바꾸어 보가

� 유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

� 반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

� 고유어로 바꾸어 보기

� 한자어로 바꾸어 보기

� 외래어로 바꾸어 보기

대체 표현 

고려
-

� 비슷한 단어로 대체하기

� 풀어서 표현하기

� 반복되는 단어 바꾸기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 단어가 사용된 문장 고려

� 단어가 사용된 문장 고려

� 연어 관계 고려

문법적 

전략

단어의 어형 

고려

� 품사를 통한 의미 추론

� 접사나 어근을 통한 의미 

추론

� 한자를 통한 의미 추론

-

단어의 문형 

고려
� 단어가 사용된 문장 고려 � 단어가 사용된 문장 고려

참조 

전략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 -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 사전적 의미 찾기

� 품사 찾기

� 발음 찾기

� 유의어 찾기

� 문장 찾기

� 연어 관계 찾기

<표 31>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문항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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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으로 제시된 전략은 어휘 표현 전략에서만 제시하였거나, 조사 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포함시키지 못한 전략들이다. 본고는 위와 같이 앞서 논의한 어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전략들에 대해 조사하지는 못했다. 

각 문항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7. 항상 사용한다  ~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어휘 이해 전략 문항과 어휘 표현 전략 문항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휘 이해 전략 평가 문항

번호 어휘 이해 전략과 예시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긍휼히 여기다’의 ‘긍휼히’는 부사이며,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풋과일’은 ‘풋-’이 있으므로 ‘덜 익은 과일’ 정도의 뜻일 것이다. 

예: ‘대팻밥’은 ‘대패’와 ‘밥’이 합쳐진 단어로 대패질을 할 때 나오는 톱밥을 

뜻할 것이다.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강권하다’는 ‘강(強)하게 권(勸)하다’라는 뜻일 것이다.82)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표표히’는 어감상 ‘펄럭펄럭하게’라는 뜻일 것이다.83)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관광호텔’은 ‘호텔’의 일종일 것이다.84)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표 32> 본 조사에 사용한 어휘 이해 전략 평가 문항   

� 문장 찾기

사회 

관계 

전략

관계 활용 

전략

�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

인

� 친구에게 확인

� 친구들과 토의

-

관계 고려 

전략
-

� 관계를 고려한 표현

� 상대방의 어휘 수준 고려

상위 인지 전략 - -

회피 전략
�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

로 넘어가기

� 표현 포기

�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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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휘 표현 전략 평가 문항

82) ‘강권하다’는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다(<표준>).’라는 뜻이나, 학습자들은 한자 

지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추론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예는 이기연(2006)에서 가져왔

다.  

83) ‘표표히’는 ‘팔랑팔랑 나부끼거나 날아오르는 모양이 가볍게(<표준>).’라는 뜻이다. 이기

연(2006)의 예시를 가져왔다.

84) 이 예는 신명선(2010)에서 가져왔다.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예: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옷’의 유의어: 의복01(衣服)ㆍ의전02(衣纏).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예: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톱밥’의 예문: ‘난로에서는 톱밥을 때는 연기가 

(중략)’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

원 포함)  

예: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현장검증을 했다.’에서 ‘천인공노하다’

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하다.’라는 문장에서 ‘심란하다’는 ‘싱숭생숭하

다’와 비슷한 뜻일 것이다.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

원 포함)  

예: ‘불후의 명작’에서 ‘불후’는 긍정적인 뜻일 것이다.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금융과 관련된 글에서 ‘블록체인’은 금융과 관련된 단어일 것이다.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번

호
어휘 표현 전략과 예시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

어 본다.

<표 33> 본 조사에 사용한 어휘 표현 전략 평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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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는 돈을 받지 못했다.’를 ‘그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로 바꾼다.85)

예: ‘이번 달은 용돈이 부족하다.’를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하다.’로 바꾼다.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평가가 아닌 인간으로서 피고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로 바꾼다.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수선하였다.’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싶었다.’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예: ‘아름다운 헤어를 가꾸기 위해’를 ‘아름다운 머리를 가꾸기 위해’로 바꾼다.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예: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로 바꾼다.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예: ‘나는 상황을 생각하여 행동했다.’에서 ‘생각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꾼다.86)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

/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예: ‘올해 유행 색깔은’을 ‘올해 유형 컬러는’으로 바꾼다. 

10 사전에서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예: ‘불평’은 ‘끊이지 않다 / 늘어놓다’ 등과 자주 쓰인다.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예: 문학 장르라면 ‘해가 지다’ 대신 ‘해가 시들다’를 쓸 수 있다.87)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예: ‘강아지 같은 눈매가 매력적이다.’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예: ‘이 화장품에는 나쁜 화학 성분이 들었다’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성분’ 대

신 ‘재료’를 사용하였다.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예: ‘강권하다’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억지로 권하다’로 표현한다.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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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휘 능력 평가 도구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능력 평가 도구의 제작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평가 대상 어휘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본고에서는 

어휘의 난이도를 고려하였다. 본고의 실험 대상은 고등학교 1~3학년 학습자이므로, 해

당 학습자들의 어휘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난이

도의 어휘 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김광해(2003)에서 제시한 어휘 등급을 1차적인 

어휘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중 고등학교 학습자의 학습 대상

이 되는 어휘는 4, 5등급 어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4, 5등급 어휘로 한정하여 평가 

85) 이 예는 신명선(2010)에서 가져왔다. 

86) 이 예는 강가혜(2017)에서 가져왔다. 

87) 이 예는 신명선(2015ㄴ)에서 가져왔다. 

88) 이 예는 강가혜(2017)에서 가져왔다. 

예: (수업이 지루하여 졸았을 때, 선생님이 ‘수업이 재미없니?’라고 물어본 상황

에서) 

‘아니요, 좀 피곤해서요.’라고 말한다.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예: ‘존나 춥다’라고 말하려다가 ‘너무 춥다’라고 말한다.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예: ‘여경(女警)’ 대신 ‘경찰’을 사용한다.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예: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예: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다른 단어로 바꾼다.88)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다.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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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휘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는 사고 도구어를 고려하였다. 신명선(2004ㄱ)에 따르면, 사고 도

구어(academic vocabulary)는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들로서, 인지 학술적 언어 능력 신장의 기반이 되는 단어들’이다. 

사고 도구어는 여러 연구를 통해 교육적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본고에서는 평가 대

상 어휘로서 사고 도구어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종에 대해 고려하였다. 한국어의 어휘는 어

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삼분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어종에 따른 어휘 

양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단어를 선정하였다. 구본관 외(2016)에 제시된 <표준국어대사

전>의 어종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순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어종별 비율은 각각 25.9%, 58.5%, 

어휘 양 누계
국어교육용

비고
등급 개념

1,845 1,845 1 기초 어휘

소

사

전
중

사

전

4,245 6,090 2 정규 교육 이전

16,716 22,806 3
정규 교육 개시 - 사춘기 이전, 

사고 도구어 일부 포함

38,754 61,560 4
사춘기 이후 - 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 도구어 

포함

32,377 66,771 5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다량의 전문어 포함

45,946 112,340 6
저빈도어: 대학 이상. 전문어(기존 계량 자료 등장 

어휘 + 누락어 14,424어 추가)

125,670 238,010 7 누락어: 분아별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누락 어휘

<표 34> 국어교육용 어휘 등급(김광해, 2003: 27)

      어종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혼합 

형태)
합계

표제어 111,299 251,478 23,196 54,289 440.362

부표제어 20,672 46,438 165 1,234 68,509

합계 131,971 297,916 23,361 55.523 508,771

백분율 25.9% 58.5% 4.7% 10.9% 100%

<표 35>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구본관 외, 201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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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이다.89) 그런데 ‘대별(大別)하다’와 같은 ‘한자+고유어’ 단어의 경우 ‘기타(혼합 형

태’로 집계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문항 유형 및 내용 

평가 대상 어휘가 선정된 이후에는 평가 문항의 유형과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앞

서 Ⅰ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교육에서 어휘 평가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어휘 평가 문항 중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를 어휘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①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의 경우 네이션(Nation, 1990)의 VLT(Vocabulary Levels 

Test)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VLT는 어휘 수준에 따라 2,000, 3,000, 5,000, 대

학 수준, 10,000단어 수준의 총 5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10,000단어 수

준의 문항 예시이다. VLT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제시된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

는 단어를 왼쪽에 있는 6개의 단어 중 찾아 연결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 도구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의 도구이다. 이러한 

89) 일상어, 전문어의 구분에 따른 어종별 비율은 <우리말샘>의 통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일상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문어에서는 한자어의 비율

이 압도적으로 높고, 외래어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전문어 중 고유어의 비율은 세 번째이

다. 

1. acquiesce

2. contaminate

3. crease

4. dabble

5. rape

6. squint

□ work at something without serious intentions

□ accept without protest

□ make a fold on cloth or paper

<표 36> VLT 문항 예시(10,000 단어 수준, Nati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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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는 어휘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앎 중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한정하여 

학습자의 앎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비교적 간단한 문항 유형을 사용

하여 한정된 시간에 많은 수의 단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VLT 문항 유형을 사용하되, 해당 유형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데도 임의로 단어의 정의를 선택하여 정답을 맞힐 확률이 비교적 높음을 감안하

여 다음과 같이 5지 선다형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피험자가 추측을 통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낮으며, 짧은 시간에 여러 어

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각 문항의 선택지는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선택지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먼저 목표 단어(정답 단

어)를 선택한 후, 목표 단어와 의미상, 또는 형태상 유사한 어휘를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목표 단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선택지로 구성할 경우 문항으로서의 의미가 없으

며, 그 결과 문항의 변별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목표 단어와 유사한 선택지를 구성하

기 위해 목표 단어와 형태소를 공유하고 있는 단어들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 단

어가 ‘통찰하다’인 경우, 한자 ‘살피다 찰(察)’을 공유하고 있는 ‘관찰하다’ 등의 단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통찰하다’의 사전적 정의 중 ‘꿰뚫다’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투사하다’를 선택지에 넣을 수 있다. 또한 목표 단어와 의미상 관련이 있으나 단어

의 세밀한 의미에 차이가 있는 ‘생각하다, 파악하다’ 등의 단어를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형태는 동일하지만, 동일한 형태소 내지는 동일한 한자가 아닌 단어를 선택지로 

구성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구실(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의 경우 고유어이

지만, ‘성실, 실속’ 등의 단어를 선택지로 구성하여 피험자가 답을 추측하여 맞힐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의미를 변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유의어는 선택지로 제시하지 않았

다. 예를 들어 ‘명료하다’와 ‘명백하다’의 경우 사전적 정의만을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하

기는 매우 어렵다. 

1. 사전적 정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다.  

①관찰하다  ②생각하다  ③통찰하다  ④투사하다  ⑤파악하다 

<표 37>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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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전적 정의를 통한 단어 구분의 어려움.

� ‘명료(明瞭)하다’의 사전적 정의: 뚜렷하고 분명하다. 

� ‘명백(明白)하다’의 사전적 정의: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    

이와 같은 경우 문항의 신뢰도와 변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문항을 구성할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것이지만 선택지는 동일한 문법 범주의 단

어로 구성하였다. 예컨대, 목표 단어가 자동사일 경우 선택지도 형용사나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를 제시하여 역시 답을 추측하여 맞힐 확률을 줄였다.  

②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문항 

어휘 표현 능력 평가의 경우 리드(Read, 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 만들기 과제’

를 활용하였다. 리드(Read, 2001, 배도용·전영미, 2015: 242-245)에 따르면 문장 만들

기 과제는 다음과 관련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28) 문장 만들기 과제의 평가 요소(Read, 2001, 배도용·전영미, 2015: 

242-245) 

1. 목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2.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알맞은 형태

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적절하게 연어를 이루는지를 아는지 여부

4. 보다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그 단어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

부 

1은 단어의 의미 이해와 관련된 앎이며, 2는 단어에 대한 문법적 앎의 차원이다. 3과 

4의 경우 단어의 생산적 표현 여부와 관련되는 지식 또는 능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문장 

만들기 과제는 시험 준비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말하기나 작문과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어휘를 얼마나,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상황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본고의 경

우 학습자의 작문 과제를 활용한 어휘 표현 능력의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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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문장 만들기 과제’를 대안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리드(Read, 2001)에서는 하나

의 목표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문장 2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는 평

가자가 학습자의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해당 단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

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규모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 목표 단어마다 하나의 문장만을 작성하게 하였다. 더불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

기 위해 전문가 3인이 일관된 평가 척도를 가지고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예비 조사

어휘 능력 평가 도구의 경우, 어휘 수행 전략 평가 예비 조사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

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어휘 이해 능력 평가 

예비 조사에 사용한 목표 단어는 다음과 같다. 

번호 목표 단어 어휘 등급 어종 품사

1 간과(看過)하다 4 한자어 동사

2 간략(簡略)하다 4 한자어 동사

3 간주(看做)하다 4 한자어 동사

4 객체(客體) 5 한자어 명사

5 거듭나다 5 고유어 동사

6 겉치레 5 고유어 명사

7 견지(堅持)하다 5 한자어 동사

8 고수(固守)하다 4 한자어 동사

9 관여(關與)하다 4 한자어 동사

10 관통(貫通)하다 5 한자어 동사

11 광범위(廣範圍)하다 5 한자어 형용사

12 구실 5 고유어 명사

13 기저(基底) 5 한자어 명사

14 나열(羅列)하다 5 한자어 동사

15 단순(單純)하다 5 한자어 동사

16 단출하다 5 고유어 형용사

<표 38> 어휘 이해 능력 예비 조사 평가 문항(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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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두(擡頭)되다 4 한자어 동사

18 대별(大別)하다 5 한자어 동사

19 도출(導出)하다 5 한자어 동사

20 매몰차다 5 고유어 형용사

21 명료(明瞭)하다 4 한자어 형용사

22 미흡(未洽)하다 4 한자어 동사

23 반박(反駁)하다 4 한자어 동사

24 발휘(發揮)하다 5 한자어 동사

25 변환(變換)하다 5 한자어 동사

26 보급(普及)하다 5 한자어 동사

27 부응(副應) 5 한자어 명사

28 부인(否認)하다 5 한자어 동사

29 분할(分割)하다 4 한자어 동사

30 사료(思料)되다 5 한자어 동사

31 삭신 5 고유어 명사

32 상기(想起)하다 4 한자어 동사

33 상당(相當)하다 5 한자어 동사

34 상반(相反)되다 4 한자어 동사

35 상술(上述)하다 5 한자어 동사

36 상충(相衝)되다 4 한자어 동사

37 실증(實證)하다 5 한자어 동사

38 양태(樣態) 5 한자어 명사

39 엄밀(嚴密)하다 4 한자어 동사

40 역점(力點) 5 한자어 명사

41 위상(位相) 5 한자어 명사

42 유기성(有機性) 5 한자어 명사

43 유발(誘發)하다 4 한자어 동사

44 유사(類似)하다 5 한자어 동사

45 유일(唯一)하다 5 한자어 동사

46 이면(裏面) 5 한자어 명사

47 인지(認知)하다 4 한자어 동사

48 임의적(任意的) 5 한자어 명사/관형사

49 잠재(潛在) 4 한자어 명사

50 전반적(全般的) 4 한자어 명사/관형사

51 제언(提言) 5 한자어 명사

52 지각(知覺)하다 5 한자어 동사

53 지지(支持)하다 5 한자어 동사

54 총체(總體) 5 한자어 명사

55 통찰(洞察)하다 4 한자어 동사

56 포괄(包括)하다 4 한자어 동사

57 한정(限定)하다 5 한자어 동사

58 해석(解析)하다 4 한자어 동사

59 함의(含意) 5 한자어 명사

60 확충(擴充) 5 한자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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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의 사용한 문항의 경우 4등급 어휘가 21개, 5등급 어휘가 39개이다. 또한 

한자어의 경우 모두 신명선(2004ㄱ)에서 제시한 사고 도구어이다. 다음으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비율은 한자어가 54개, 고유어가 6개로 고유어 단어가 전체 단어 중 10%를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고유어/한자어 비율보다 고유어 비율이 낮은데, 

본 조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고유어의 비율을 20%로 하였다.90) 품사의 경우 명사, 

관형사, 동사, 형용사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으나, 품사별 비중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하

지 않았다.   

예비 조사의 결과 문항 신뢰도가 0.96으로 나타나 문항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안정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91) 본고에서는 

검사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총 60개 문항이었던 예비 조사의 문항수를 절반인 30문항으

로 줄여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② 어휘 표현 능력 평가 

예비 조사 시 사용한 목표 단어는 다음과 같다. 

90) 이는 본고에서 단어를 선정할 때, 신명선(2004ㄱ)의 사고 도구어 목록을 대상으로 우선

적으로 단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광해(2003)의 경우 4, 5등급 어휘수가 매우 많아서 

어휘 등급만을 가지고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고 도구어 중 4, 5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후 고유어 어휘 등

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지하듯이 사고 도구어의 거의 대부분은 한자

어이다.  

91) 문항 신뢰도는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문항수가 많을수록 높다. 

번호 목표 단어 어휘 등급 품사 어종

1 누그러뜨리다 5 동사 고유어

2 미시(微視) 5 명사 한자어

3 변인(變因) 5 명사 한자어

4 상응(相應)하다 5 동사 한자어

5 서슴없이 5 부사 고유어

6 운용(運用)하다 5 동사 한자어

7 유리(遊離)되다 5 동사 한자어

8 잠정적(暫定的) 4 명사/관형사 한자어

9 전이(轉移) 5 명사 한자어

<표 39> 어휘 표현 능력 예비 조사 평가 문항(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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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등급에 따라 4등급 어휘가 2개, 5등급 어휘가 12개이다. 어휘 이해 능력 평가와 

마찬가지로 고유어를 제외한 한자어, 외래어는 모두 사고 도구어이다. 어종에 따른 비율

은 한자어가 11개, 고유어가 2개이며, 외래어도 1개를 포함시켰다. 어휘 표현 능력 문항

의 경우 품사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아 명사, 관형사, 부사, 형

용사, 동사 등 다양한 품사의 단어를 포함시켰다.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문항의 경우 목표 단어에 대한 문장을 연구자가 미리 1~2개 정

도 작성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만약 연구자 또는 교사가 어떤 특정 단어에 대

해 적절한 문장을 작성하기 어려웠다면, 아마도 학습자는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ad, 2001, 배도용·전영미 역, 2015: 243). 

한편 어휘 표현 능력 평가 시에는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즉, 본고는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중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비율을 평가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를 얼마나,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고는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능력과 어휘 능력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하는 어휘를 어휘 표현 능력 평가에 포함시켰다. 물론 어휘 이해라는 것은 대단히 스펙

트럼이 넓기 때문에 무엇이 어휘에 대한 완전한 이해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연구자는 국

어 화자들이 용인할 만한 수준에서 ‘국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회학자나 역사

학자에 비해서는 그 이해 수준이 턱없이 낮다.92) 만약 ‘유리되다’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어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어휘 표현 전략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학습자가 있다면, 

이들의 문장 만들기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93) 이기연(2006)과 차경미·이기연

(2019) 등에서는 모어 화자들이 해당 어휘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해당 어휘로 적절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모어 화자들이 

92) 지시 능력과 추론 능력에서의 전문가와 일반 화자의 차이는 마르코니(Marconi, 1997)에

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93) 즉,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이 낮더라도 다양한 어휘 표현 전략을 활용하는 학습자라면 

어휘 표현 능력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Ⅲ장 4절에서 다루었다.  

10 조망(眺望)하다 5 동사 한자어

11 조명(照明)하다 5 동사 한자어

12 준거(準據) 5 명사 한자어

13 패러다임(paradigm) 5 명사 외래어

14 현저(顯著)하다 4 형용사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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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어휘에 대한 앎을 보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만약 

본고와 달리 학습자의 어휘 이해를 전제한 상태에서 어휘 표현 능력을 평가한 후, 이를 

어휘 표현 전략 사용과 비교해 본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4) 어휘 능력 평가 문항 

이상의 조사 도구 개발 절차를 걸쳐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은 다

음과 같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의 경우, 정답 단어를 포함하

여 총 150개의 단어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사전적 정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다.  

①관찰하다  ②생각하다  ③통찰하다  ④투사하다  ⑤파악하다 

2. 사전적 정의: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①간과하다  ②무관심하다  ③무시하다  ④속단하다  ⑤홀대하다

3. 사전적 정의: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

다. 

①강화하다  ②보강하다  ③추가하다  ④투입하다  ⑤포괄하다

4. 사전적 정의: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친 전부 또는 전체. 

①총괄  ②총체  ③층위  ④통칭  ⑤통합

5. 사전적 정의: 알아서 깨닫다. 

①숙고하다  ②숙지하다  ③유념하다  ④지각하다  ⑤회고하다 

6. 사전적 정의: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①가변적  ②방관적  ③임시적  ④임의적  ⑤효율적

예시: 사전적 정의: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다.

①적나라하다  ②사위스럽다  ③생생하다  ④고상하다  ⑤꺼림칙하다

<표 40>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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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적 정의: 실제로 증명하다. 

①검증하다  ②고증하다  ③보증하다  ④실증하다  ⑤확증하다

8. 사전적 정의: 꿰뚫어서 통하다. 

①개통하다  ②관통하다  ③교통하다  ④상통하다  ⑤통과하다

9. 사전적 정의: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 

①견인하다  ②도입하다  ③도출하다  ④창출하다  ⑤추출하다 

10. 사전적 정의: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함. 

①반응  ②부응  ③수용  ④적응  ⑤충족

11. 사전적 정의: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①거듭나다  ②재개하다  ③착수하다  ④출발하다  ⑤태어나다

12. 사전적 정의: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①보충  ②충실  ③확대  ④확장  ⑤확충

13. 사전적 정의: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①가치  ②의의  ③함의  ④화제  ⑤주제

14. 사전적 정의: 의견이나 생각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생각. 

①결론  ②결언  ③소재  ④제시  ⑤제언

15. 사전적 정의: 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 

①객체  ②몸체  ③물체  ④주체  ⑤형체

16. 사전적 정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 

①구실  ②봉사  ③부채  ④성실  ⑤실속

17. 사전적 정의: 어떤 일이나 부문에 대하여 그것과 관계되는 전체에 걸친 것. 

①일반적  ②전국적  ③전문적  ④전반적  ⑤통합적

18. 사전적 정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음.  

①내재  ②비밀  ③잠재  ④잠정  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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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전적 정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①각인하다  ②숙고하다  ③숙지하다  ④인정하다  ⑤인지하다

20. 사전적 정의: 물체의 뒤쪽 면. 

①부면  ②양면  ③이면  ④전면  ⑤표면

21. 사전적 정의: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①겉치레  ②겉멋  ③외관  ④장식  ⑤체면치레

22. 사전적 정의: 일이나 차림새가 간편하다. 

①단순하다  ②단정하다  ③단출하다  ④편리하다  ⑤초라하다

23. 사전적 정의: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

①기능성  ②복합성  ③유기성  ④인접성  ⑤지속성

24. 사전적 정의: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①계급  ②관계  ③권위  ④위상  ⑤자리

25. 사전적 정의: 심혈을 기울이거나 쏟는 점. 

①논점  ②역설  ③역점  ④주장  ⑤지점

26. 사전적 정의: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아주 쌀쌀맞다. 

①당차다  ②대차다  ③매몰차다  ④줄기차다  ⑤차디차다

27. 사전적 정의: 어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 

①기저  ②기초  ③심층  ④지층  ⑤해저

28. 사전적 정의: 몸의 근육과 뼈마디. 

①골격  ②관절  ③삭신  ④신체  ⑤육신

29. 사전적 정의: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①사태  ②실태  ③양태  ④행태  ⑤형태

30. 사전적 정의: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게 되다. 

①돌출되다  ②배제되다  ③상충되다  ④상통되다  ⑤제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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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해(2003)에 따른 4등급 어휘는 7개, 5등급 어휘는 23개이다. 이중 한자어가 24

개, 고유어가 6개로 고유어의 비율은 20%이다. 또한 명사, 관형사, 동사가 포함되었다.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문항의 경우 예비 조사 이후 특별한 수정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예비 조사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덧붙여 다음과 같이 문장 만들기 과제에 대한 설

명을 제시하였다. 먼저 과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문장’ 만들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는 있으나, 다른 단어로 바

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5) 평가 방식 및 평가 척도

어휘 이해 능력 평가의 경우 정답 단어를 고를 경우 1점, 정답 외 단어를 고르거나, 무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다. 문항의 만점은 30점이다.  

어휘 표현 능력 평가의 경우 객관식 문항이 아니므로 평가 척도94)에 대한 논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예비적인 평가 척도를 만들어 학습자가 작성한 100개

의 문장에 대해 전문가 3인이 예비 채점을 실시하였다. 어휘 표현 능력 평가에 참여한 

94)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척도’란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을 뜻하는 말로

서 ‘평가 척도’는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수량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단위를 가지고 그 

특성에 숫자를 부여한 것(국립특수교육원, 2009)’을 말한다.

※ 제시된 단어로 적절한 문장을 만드세요.

‘적절한 문장’이란 여러분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입니다.

- 단어는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부인하다 → ‘범인이 범행 사실을 완강

히 부인하자,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댔다.’). 그러나 아예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

은 안 됩니다(예: 변별하다 → 이 문제는 변별력이 높다.) *‘변별하다’와 ‘변별력’은 

관련이 있긴 하나, 사전에 각각 올라가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 문장은 문항당 각각 1문장씩만 만들면 됩니다. 

예시: * ‘가정하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듦.

적절한 문장: 만약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 ‘가정하다’가 적절한 문맥에서, 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됨.

부적절한 문장: 철수는 가정했다.

→ 단순히 문장만 만든 것으로,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가정하다’의 목적어가 없어 올바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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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후 평가 척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전문가 간 평가 점수가 달라지는 문장에 대

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후 평가 척도를 확정하고, 각 척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실제 학습자 자료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평가 척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드(Read, 2001)를 따라 문법적 기준

과 의미적 기준을 세워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을 평가하였다. 리드(Read, 2001, 배도용·

전역미 역, 2015: 244-245)에서는 먼저 문법적 기준으로서 목표 단어가 인접한 단어들

과 알맞은 연어 관계이면서,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문법적 구조를 이루어야 함을 언급하

였다. 또한 의미적 기준으로서 학습자가 목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확실한 말이 

포함된, 목표 단어에 대한 적절한 맥락을 제공하는 문장을 써야 함을 제시하였다. 예컨

대, 목표 단어로 ‘thoroughly(철저히)’가 제시되었다면, ‘Surgeons wash themselves 

thoroughly before they begin an operation(외과 의사들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철

저히 씻는다.)’와 같은 문장에는 1점을 부여하지만, ‘They did it thoroughly(그들은 그

것을 철저히 하였다.)’와 같은 문장에는 절반의 점수만 부여하였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

이고 충분한 맥락적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도 이와 유사하게 학습자의 

문장을 문법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만약 문법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

가 모두 발견될 경우 더 낮은 척도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하였다. 

그런데 리드(Read, 2001)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습자들

의 능력을 세분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모든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학습자와 가장 미흡한 학습자를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평가 척도

를 개발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 집단의 학습자를 구분하는 일이다.95) 문장 

95) 시를 이야기로 다시 쓰기의 평가 척도 타당화에 대한 연구인 송지언·서명희(2014: 184)

구분 학력 및 경력 정보 평가 시기

전문가 A 국어교육학 석사 졸업 / 현장 교사

2019. 7. 전문가 B 국어교육학 석사 졸업 / 현장 교사

전문가 C 연구자 

<표 41> 어휘 표현 능력 평가 전문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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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과제에 있어서 학습자가 해당 단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전혀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대체로 명백하지만, 중간 점수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리드(Read, 2001)

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세분화된 기준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4점과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을 제외하고, 1~3점의 척도를 사용하여 중간 

점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에 따르면, 개발된 평가 척도에 따라 7인의 교사가 동일한 학습자의 과제를 평가한 결과,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치하지만, 중위권에서는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

다.

비고 점수 평가 척도 예시

매우 

우수
4점

� 문장에 사용된 목표 단어의 의미와 용

법이 정확하고, 목표 단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잘 갖춘 경우

누그러뜨리다: 그는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우수 3점

� 문장에 사용된 목표 단어의 의미와 용

법이 정확하나, 목표 단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일부를 갖추지 못하거나 

문장 성분을 잘못 사용한 경우(문법적 

오류) 

조망하다: 산 위에 올라가

서 조망하다. 

� 목표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사용

한 경우

조명하다: 어떤 사건이 한 

기사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보통 2점

� 목표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부정확하

게 표현한 경우(의미적 오류) 

� 목표 단어를 자신이 아는 유의어와 혼

동한 경우(의미적 오류) 

누그러뜨리다: 철수가 영희

의 자존심을 누그러뜨렸다. 

� 목표 단어가 포함된 개념어를 사용한 

경우

준거: 그는 준거 집단과 소

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아 

늘 불만에 차 있다.

미흡 1점

� 목표 단어의 의미 및 용법과 관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미적 오류) 

� 문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단어를 표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

(의미적 오류)

이 영화에는 중요한 패러다

임이 나타난다. 

<표 42> 어휘 표현 능력 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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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평가 척도를 자세히 논의하기에 앞서 본고에서 어휘 표현 능력 평가에 사

용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

호
단어

품사/문형 

정보
사전적 정의

<표준>에 제시된 

예문

1
누 그 러

뜨리다

동사 【…

을】

딱딱한 성질이나 태도를 부드러워

지거나 약해지게 하다.

자세를 누그러뜨리

다.

2
현 저 하

다
형용사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벌써 여러 해를 연

구해 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현저하

다. 

3
패 러 다

임
명사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

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

계. 

어떤 인물에 대한 

이해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패러다임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4 준거 명사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판단의 준거가 명확

하지 않다.

5
조 명 하

다

동사 【…

을】

1. 광선으로 밝게 비추다. 

희미한 형광등이 방 

안을 조명하고 있

다.

2.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조

<표 43> 어휘 표현 능력 평가에 사용한 목표 단어 

매우 

미흡
0점

� 목표 단어를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단어와 혼동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의미적 오류)

� 문장에서의 단어의 의미가 목표 단어

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의미

적 오류) 

조망하다: 사람들이 주로 

조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 목표 단어를 메타적으로 표현한 경우
패러다임: 나는 패러다임의 

뜻을 잘 모른다. 

�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
패러다임: 이 시대의 패러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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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3.  『예체능 일반』 무대의 예술

적인 효과 또는 촬영 효과를 높이

기 위하여 빛을 비추다.

무대를 조명하는 불

빛 속에 배우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6
조 망 하

다

동사 【…

을】
먼 곳을 바라보다.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 시가지를 조망

하였다.

7 전이 명사

1.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

로 옮김. 
-

2. 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화고 바뀜. 

생활 속에 널리 퍼

져 뿌리가 깊던 불

교 용어가 의미 전

이를 일으킨 것이지

요. 

3. 『물리』 양자 역학에서, 입자

가 어떤 에너지의 정상 상태에서 

에너지가 다른 정상 상태로 옮겨 

감. 또는 그런 일. 

...

-

8 잠정적

명사
임시로 정하는 것.

법적으로 넘겨 달란

다기보다 잠정적이

라도 저한테 논 얼

마쯤의 관리를 맡겨 

줬으면 하고요. 

관형사 임시로 정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은 잠정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9
유 리 되

다

동사 【(…

과)】【 …

에서】 (

( ‘ … 과’ 가 

나 타 나 지 

않을 때는 

여 럿 임 을 

뜻하는 말

이 주어로 

온다))

1. 따로 떨어지게 되다.
이론과 실제가 유리

되다.

2. 화합물에서 결합이 끊어져 원자

나 원자단이 분리되다. 또는 원자

나 원자단이 결합을 이루지 아니

하고 다른 물질 속에 분리되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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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고에서 사용한 평가 척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① 매우 우수(4점)

먼저 문법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가 없이 목표 단어를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 분명할 경우 ‘매우 우수’로 평가하였다.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다. 

14번 문항인 ‘미시’의 경우 학습자의 예시에서는 전문가 3인이 모두 4점으로 평정한 문

항이 없었다.96)  

(29) ‘매우 우수’로 평가한 학습자 문장 예시97)

� 누그러뜨리다: 그는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렸다(191).

� 현저하다: 내 국어 점수는 현저하게 상승 중이다(232). 

� 패러다임: 그 남자는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4).

� 준거: 그에 대한 심사의 준거가 정확하지 않다(231).

� 조명하다: 언론은 그 정치인의 행보를 조명하였다(225).

96) 학습자 대부분이 ‘미시적’과 같이 목표 단어를 파생시킨 형태로 사용하였다. 또한 ‘미시

세계’ 등과 같이 목표 단어가 들어간 개념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척

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97) 괄호 안은 해당 문장을 작성한 학습자 번호이다. 

10
서 슴 없

이
부사

말이나 행동에 망설임이나 거침이 

없이. 

그는 이제껏 그렇게 

서슴없이 자기 의견

을 시원스럽고 명확

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11
운 용 하

다

동사 【…

을】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쓰다. 
법을 운용하다.

12
상 응 하

다

동사 【…

에】 또는 

【…과】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

고 있다. 

동사 서로 기맥이 통하다. -

13 변인 명사 성질이나 모습이 변하는 원인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변인

을 찾아 연구하다. 

14 미시 명사 작게 보임. 또는 작게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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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하다: 울릉도에서 성인봉에 올라 나리분지를 조망했다(211). 

� 전이: 그의 암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결국은 암의 전이를 불러왔다(193).

� 잠정적: 회의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22).

� 유리되다: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항상 유리되어 있다(195).

� 서슴없이: 그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였다(182). 

� 운용하다: 양 감독은 LG의 투수진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176).

� 상응하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한다(174).

� 변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변인을 연구하였다(172).

� 미시: 양자 이론에서는 모든 미시 현상이 확률로 주어진다(국립국어원 말

뭉치).

여기서 학습자가 목표 단어를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해당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 단서들에 주

목하였다. 예컨대, 목표 단어 ‘서슴없이’와 관련하여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란 

무엇인가? 사실 모든 일을 서슴없이 할 수도 있으므로 ‘나는 서슴없이 지하철을 탔다

.98)’와 같은 문장이 적절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슴없이’의 의미를 알고 이를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라면 해당 목표 단어에 대해 위와 같은 문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학습자는 ‘그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였다(182).’나 ‘어떤 사람은 

욕을 서슴없이 뱉는다(10).’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은 서슴없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문

장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서에 주목하여 ‘매우 우수’로 평가할 수 

있는 문장과 ‘미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을 구분하였다. 

② 우수(3점)

다음으로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우수’로 평가하였

다. 이러한 문법적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목표 단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일부를 갖추지 못하거나 문장 성분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목

98) 이러한 문장이 이해되는 세계에서, 특별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문장은 다소 

어색하다. 그러나 치안이 좋지 않은 뉴욕의 지하철을 서슴없이 탔다든가 하는 맥락이 주

어지면 해당 문장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어휘 표현

을 위해서는 세상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며, 특히 모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지점이 어휘

교육 시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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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문장 성분 누락의 경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우수’로 평가하였다.99) 따라서 문장 성분 누

락은 크게 목적어 누락과 부사어 누락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 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회에(√서) 유리되어 치료받고 있다(185).’와 같이 잘못된 부사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

었다. 

(30) ‘우수’로 평가한 학습자 문장 예시 1 – 문장 성분 오류(괄호 안은 연구

자)

① 목적어 오류

� 조명하다: 조명으로 (√무엇을) 조명하니 아름답다(207).

� 조망하다: 산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조망하다(230).

② 부사어 오류 

� 유리되다: 그 아이의 마음 한 편은 (√무엇과) 유리되어 있다(147).

� 유리되다: 정신병 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회에(√서) 유리되어 치료받고 있

다(185). 

� 상응하다: (√무엇에) 상응하는 말을 찾기 어려워(84).

두 번째는 ‘준거’라는 목표 단어에 대해 ‘준거하다’ 등 목표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사용한 경우이다.100) 이러한 경우 학습자가 사용한 파생어뿐 아니라 목표 단어에 대해

서도 적절한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별도의 표제어가 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목표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작

성하라는 지침을 사전에 제공했기 때문에 파생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우 우수’가 아닌 

‘우수’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를 사용한 경우, 명사에 접미사 ‘-

적’을 결합한 경우, 동사의 어간에 ‘-되다, -받다’ 등을 결합한 경우, 동사 어간에 접두사 

‘재-’를 결합한 경우, 동사 어간에 접미사 ‘-히’를 결합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99) 한국어의 경우 주어나 목적어 등의 주성분도 상황 맥락이 제공되면 생략되는 것이 흔하

다(구본관 외, 2015: 34). 특히 주어의 경우 생략이 빈번하며, <표준>에 제시된 단어의 

예문에서도 ‘자세를 누그러뜨리다, 적의를 누그러뜨리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된 예문이 많

다.  

100) 합성어를 사용한 경우는 모두 목표 단어가 포함된 개념어를 사용한 경우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통’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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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수’로 평가한 학습자 문장 예시 2 – 파생어 사용(밑줄은 연구자)

① 명사 → 동사 파생

� 준거: 성 평등 법칙에 준거하여 살아간다(80). 

� 준거: 그 일은 기준에 준거되어 진행되어야 한다(60).

� 전이: 유방암이 림프선으로 전이하고 있다(185).

� 전이: 병이 몸 곳곳으로 전이되어 손 쓸 방법이 없었다(63).

� 전이: 웜홀을 통해 무언가를 전이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겠지(19)?

② 명사 → 명사/관형사 파생

� 미시: 난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을 추구한다(185).

③ 동사 → 동사 파생 

� 조명하다: 그녀의 책이 조명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64).

� 조명하다: 내 친구는 연예계에서 조명받는 신인이다(3). 

� 조명하다: 이 사건을 20년 뒤에 재조명했다(119).  

� 조명하다: 이 웹툰이 영화화됨으로써 대중들에게 재조명되고 있어(113).

� 상응하다: 이 일에 상응되는 물건을 너에게 주겠다(78).

④ 동사 → 부사 파생 

� 현저하다: 작년과 올해의 수치는 현저히 차이가 났다(63). 

  

이러한 양상이 빈번히 일어난 것은 목표 단어가 한자어일 경우이다. 고유어인 ‘누그

러뜨리다’와 ‘서슴없이’, 그리고 외래어인 ‘패러다임’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단어에 따라서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목표 단어와 관련을 맺는 다른 형

태의 단어가 빈번히 사용될 경우 목표 단어를 다른 단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하였다. ‘미시’의 경우, 일부 명사와 어울려 쓰여야 하는 제한적 쓰임이 있다 보니, 대부

분의 학습자들이 ‘미시적’과 같이 파생된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

을 고려했을 때, ‘미시’와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이 자유롭지 않은 단어는 문장 만들기 과

제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101)

101) 이는 해당 단어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미 능력보다 문법 능력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장 만들기 과제의 목표가 이 둘을 포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

이라면 다소 부적절하다. 반면에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장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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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2점) 

다음으로 문장에 의미적 오류가 분명한 경우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다음과 같

이 목표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경우나 목표 단어를 다른 유의어와 혼

동하여 표현한 경우에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이 경우는 평가자가 해당 맥락에서 더 적

절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32) ‘보통’으로 평가한 학습자 문장 예시 1 – 의미 및 용법 오류/유의어 수

준(대체 단어는 연구자가 제시)  

� 누그러뜨리다: 핫초코가 추웠던 내 몸을 누그러뜨렸다(6). → 녹였다  

� 조망하다: 미래가 조망되는 친구다(7). → 촉망받는/기대되는

� 서슴없이: 그는 말을 서슴없이 믿는다(14). → 쉽게

� 운용하다: 그 남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용하다 경찰에게 걸렸다(37). 

→ 운전하다/몰다 

‘누그러뜨리다’의 경우 ‘딱딱한 성질이나 태도를 부드러워지거나 약해지게 하다<표

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딱딱한 성질이나 태도’와 관련된 목적

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32)의 예의 경우, ‘추웠던 내 몸’이 목적어로 제시되었다. 

이 경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평가자가 ‘녹였다’와 같이 곧장 더 적절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으므로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목표 단어가 포함된 개념어를 사용한 경우도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33) ‘보통’으로 평가한 학습자 문장 예시 3 – 목표 단어 포함 개념어 사용

(밑줄은 연구자)

� 준거: 그는 준거집단과 소속집단이 일치하지 않아 늘 불만에 차 있다(167).

� 전이: 수심 200~1000m는 수면과 심해의 전이대이다(182).

� 변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92).

� 미시: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난다(69). 

‘준거집단, 전이대, 독립변인, 종속변인, 미시세계’ 등은 학습자들이 중·고등학교 교과 

들기 과제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단어들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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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는 전문 용어(개념)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예비 채점 시에는 

모두 ‘매우 우수’로 평가를 하였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목표 단어가 포함

된 개념어를 사용한 경우 목표 단어에 대해서도 적절한 표현이 보장되는지가 문제시되

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문장을 작성한 학습자들이 목표 단어에 대해서도 적절한 표

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학습한 또는 들어 본 개념어를 단순히 ‘회

상(recall)’하는 차원이라면 목표 단어에 대해서도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즉, 제시된 개념어와 같은 합성어의 경우, 학습자가 합성어에 대해 적절한 표현

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합성어를 구성하는 개별 단어에 대해서도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

다고 보기 어렵다.102)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장에는 2점을 부여하였다. 

④ 미흡(1점) 

‘미흡’으로 평가된 문장은 ‘매우 우수’로 평가된 문장과 비교하여 학습자가 단어를 표

현할 수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34) ‘미흡’으로 평가한 학습자 문장 예시

� 잠정적: 그는 잠정적으로 행동을 했다(9).

� 상응하다: 그는 그 반응에 상응하였다(16).

�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를 흥분시켰다(40).

� 전이: 그는 다른 직업으로 전이했다(43). 

� 운용하다: 나는 네가 이 자료를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110).

가령, ‘이 영화에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나타난다(103).’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를 흥

분시켰다(40).’와 같은 문장은 의미적 또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학습자가 ‘패러다

임’을 적절한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에 연구자가 사전에 작성한 

문장의 경우 ‘과학혁명을 통해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코페르니쿠스 우주관은 기존

의 프톨레마디오스 우주관을 뒤엎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와 같이 ‘패러다임’

102) 민현식(2009)에서는 형태소의 의미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분해적 

인지’로, 개별 형태소의 의미를 모르고서도 전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집합적 인

지’로 명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학습자가 특정 단어에 대해 집합적 인지를 하고 있

을 경우 분해적 인지도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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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⑤ 매우 미흡(0점)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문장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목표 단어를 다른 단어와 혼동한 것이 분명하거나 문장에서의 단어의 의미가 목표 

단어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불 같은 성격이던 그가 착하게 유리되었다

(30).’와 같은 경우이다. 둘째, 목표 단어를 메타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나는 패러다임

의 뜻을 잘 모른다(48).’와 같은 문장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기

는 하였으나, 목표 단어를 메타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당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시대

의 패러다임(91)’과 같은 경우에는 과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적 적

절성을 따지지 않고 모두 0점으로 채점하였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평가 척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사용한 평가 척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가 해당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증거’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평가 기준일 수도 있으며, 그렇기에 평가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마치 유능한 탐

정이 여러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추리하는 것과 같이, 유능한 연구자 또

는 교사는 학습자가 제시한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의 정도를 타

당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표현 능력은 대단히 추상적인 실체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평가 점수로 환원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추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능력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이 단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문장을 사용했을까?’, ‘숙련자(또는 나)는 이 단어에 대해 

어떤 문장을 만드는가?’ 평가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당한 어휘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 또는 연구자가 

어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문법적 오류보다 의미적 오류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반

대로 문법적 오류에 대해서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자 또는 교사가 평가 목표를 분명히 한 후 척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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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평가 척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작성

한 문장에 대해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3인이 개별 채점을 하였다. 이후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하여103) 평가자 3인이 평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해당 문항의 점수로 활

용하였다. 각 문장은 위의 평가 척도에 따라 0~4점으로 채점되며, 검사 도구의 만점은 

56점이다.

2. 학습자의 어휘 능력 평가 결과 

2.1.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

(1) 평가 도구의 신뢰도

본고에서 사용한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0.8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104)  

그런데 18번 문항의105) 경우 다음 <표 45>와 같이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10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104) 예비 조사에 비해 본 조사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이유는 예비 조사에서는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으로 60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예비 조사에는 이중 30개 문항만을 사용했

기 때문이다. 검사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본 조사에서는 3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나, 평

가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을 밝힌다. 

105) 18번 문항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음.’에 해당하는 ‘잠재’를 고르는 

문제이나, 38.03%의 학습자들이 ‘내재’를 선택하여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정답률이 낮다고 하여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해당 문항의 경우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정답을 비교적 많이 틀리고,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이 정답을 비교

크론바흐의 알파 항목 수

0.82 30

<표 44>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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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어, 본고에서는 최종 분석에 있어서는 이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을 분석하였다. 

적 많이 맞히었음을 의미한다. ‘내재’의 경우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또는 

그런 존재’라는 사전적 뜻을 가진 단어로 사전적 정의에서 ‘속에 숨어 있음.’의 의미가 없

으므로 정답이 아님에도 학습자들은 이를 잘 고려하지 못했다.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흐의 

알파

문항 1 17.24 26.19 0.38 0.81

문항 2 17.46 26.19 0.33 0.81

문항 3 17.16 26.78 0.30 0.81

문항 4 17.63 25.70 0.45 0.81

문항 5 17.36 25.69 0.44 0.81

문항 6 17.30 26.03 0.39 0.81

문항 7 17.31 25.86 0.42 0.81

문항 8 17.09 27.23 0.24 0.81

문항 9 17.09 26.79 0.38 0.81

문항 10 17.32 26.32 0.32 0.81

문항 11 17.37 26.30 0.31 0.81

문항 12 17.18 26.29 0.41 0.81

문항 13 17.46 25.71 0.42 0.81

문항 14 17.68 26.85 0.22 0.82

문항 15 17.29 26.18 0.36 0.81

문항 16 17.59 26.67 0.24 0.82

문항 17 17.19 26.66 0.31 0.81

문항 18 17.42 27.83 0.01 0.83

문항 19 17.27 26.52 0.30 0.81

문항 20 17.23 26.68 0.28 0.81

문항 21 17.30 26.18 0.36 0.81

문항 22 17.22 26.74 0.27 0.81

문항 23 17.57 25.86 0.40 0.81

문항 24 17.50 25.63 0.44 0.81

문항 25 17.62 26.37 0.30 0.81

문항 26 17.12 27.06 0.26 0.81

문항 27 17.77 26.45 0.35 0.81

문항 28 17.61 26.39 0.30 0.81

문항 29 17.95 27.48 0.29 0.81

문항 30 17.32 26.29 0.33 0.81

<표 45>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_개별 항목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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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문항을 삭제한 평가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0.83으로 신뢰도가 높다.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흐의 

알파

문항 1 16.68 25.95 0.38 0.82

문항 2 16.90 25.95 0.32 0.82

문항 3 16.59 26.50 0.31 0.82

문항 4 17.07 25.40 0.46 0.82

문항 5 16.80 25.46 0.44 0.82

문항 6 16.74 25.76 0.40 0.82

문항 7 16.75 25.65 0.41 0.82

문항 8 16.53 26.99 0.23 0.82

문항 9 16.53 26.48 0.39 0.82

문항 10 16.76 26.03 0.33 0.82

문항 11 16.80 26.02 0.32 0.82

문항 12 16.62 26.01 0.42 0.82

문항 13 16.90 25.41 0.43 0.82

문항 15 17.12 26.54 0.23 0.82

문항 16 16.73 25.94 0.36 0.82

문항 17 17.02 26.40 0.24 0.82

문항 19 16.62 26.43 0.30 0.82

문항 20 16.70 26.26 0.30 0.82

문항 21 16.67 26.41 0.28 0.82

문항 22 16.74 25.89 0.36 0.82

문항 23 16.65 26.47 0.27 0.82

문항 24 17.01 25.55 0.41 0.82

문항 25 16.94 25.32 0.45 0.82

문항 26 17.06 26.13 0.30 0.82

문항 27 16.56 26.77 0.27 0.82

문항 28 17.20 26.17 0.35 0.82

문항 29 17.04 26.08 0.30 0.82

문항 30 17.38 27.21 0.29 0.82

<표 47> 수정된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_개별 항목 통계량  

크론바흐의 알파 항목 수

0.83 29

<표 46> 수정된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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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 개관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29점 만점인 

본 평가에서 최솟값은 2점, 최댓값은 28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17.42였으며, 표준편

차는 5.28이다. 

각 문항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시된 부분은 전체 학습자의 절반 이상

이 맞히지 못한 비교적 어려운 문항이다. 

비고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234 2.00 28.00 17.42 5.28

<표 48> 어휘 이해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문항(목표 단어) 평균 
표준

편차

정답자 

수(N=2

34)

정답률
어휘 

등급
어종 품사

문항 1(통찰하다) 0.74 0.44 167 71.37 4 한자어 동사

문항 2(간과하다) 0.53 0.50 118 50.43 4 한자어 동사

문항 3(포괄하다) 0.83 0.38 186 79.49 4 한자어 동사

문항 4(총체) 0.35 0.48 81 34.62 5 한자어 명사

문항 5(지각하다) 0.62 0.49 141 60.26 5 한자어 동사

문항 6(임의적) 0.69 0.46 155 66.24 5 한자어
명사/

관형사

문항 7(실증하다) 0.68 0.47 153 65.38 5 한자어 동사

문항 8(관통하다) 0.89 0.31 200 85.47 5 한자어 동사

문항 9(도출하다) 0.89 0.31 202 86.32 5 한자어 동사

문항 10(부응) 0.66 0.47 147 62.82 5 한자어 명사

문항 11(거듭나다) 0.62 0.49 140 59.83 5 한자어 동사

문항 12(확충) 0.81 0.39 182 77.78 5 고유어 명사

문항 13(함의) 0.53 0.50 120 51.28 5 한자어 명사

문항 14(제언) 0.31 0.46 68 29.06 5 한자어 명사

문항 15(객체) 0.70 0.46 156 66.67 5 한자어 명사

문항 16(구실) 0.40 0.49 90 38.46 5 고유어 명사

문항 17(전반적) 0.80 0.40 182 77.78 4 한자어
명사/

관형사

문항 19(인지하다) 0.72 0.45 161 68.80 4 한자어 동사

<표 49>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_문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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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문항의 응답 양상은 다음과 같다. 굵게 표시된 선택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이

며, 음영으로 표시된 선택지는 학습자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지이다(무응답 

제외). 

문항 20(이면) 0.76 0.43 170 72.65 5 한자어 동사

문항 21(겉치레) 0.68 0.47 153 65.38 5 한자어 명사

문항 22(단출하다) 0.77 0.42 173 73.93 5 고유어 형용사

문항 23(유기성) 0.41 0.49 97 41.45 5 고유어 명사

문항 24(위상) 0.49 0.50 109 46.58 5 한자어 명사

문항 25(역점) 0.37 0.48 82 35.04 5 한자어 명사

문항 26(매몰차다) 0.86 0.34 194 82.91 5 고유어 형용사

문항 27(기저) 0.22 0.42 51 21.79 5 한자어 명사

문항 28(삭신) 0.38 0.49 84 35.90 5 고유어 명사

문항 29(양태) 0.04 0.19 9 3.85 5 한자어 명사

문항 30(상충되다) 0.67 0.47 153 65.38 4 한자어 동사

전체 0.60 0.44 135.31 57.82 4.79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관찰하다 생각하다 통찰하다 투사하다 파악하다

7.26 0.00 71.37 15.38 5.98

2
간과하다 무관심하다 무시하다 속단하다 홀대하다

7.26 0.00 71.37 15.38 5.98

3
강화하다 보강하다 추가하다 투입하다 포괄하다

1.28 2.14 2.99 8.55 79.49

4
총괄 총체 층위 통칭 통합

9.83 34.62 0.43 5.56 50.43

5
숙고하다 숙지하다 유념하다 지각하다 회고하다

2.56 26.50 7.26 60.26 1.28

6
가변적 방관적 임시적 임의적 효율적

20.09 3.42 2.99 64.53 2.56

7
검증하다 고증하다 보증하다 실증하다 확증하다

23.08 3.42 1.71 65.38 4.70

8
개통하다 관통하다 교통하다 상통하다 통과하다

0.43 85.47 0.43 8.55 2.14

9
견인하다 도입하다 도출하다 창출하다 추출하다

0.43 0.43 86.32 7.26 2.14

10
반응 부응 수용 적응 충족

2.14 62.82 8.55 0.43 23.50

11
거듭나다 재개하다 착수하다 출발하다 태어나다

59.83 28.21 4.70 2.56 3.85

<표 50>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별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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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피평가자 절반 이상이 맞히지 못한 문항에 대한 응답 양상은 다음과 같다.

4번 문항의 경우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친 전부 또는 전체’를 뜻하는 ‘총체’를 

찾는 문항인데, 50% 이상의 학습자들이 ‘통합’을 선택하였다.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

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한다. ‘총체’는 이와 달

리 통합된 ‘전부 또는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사전적 의미를 통해 둘이 분명히 구분됨에

12
보충 충실 확대 확장 확충

2.14 4.27 0.43 11.11 77.78

13
가치 의의 함의 화제 주제

2.14 26.50 51.28 7.26 11.97

14
결론 결언 소재 제시 제언

1.71 2.14 2.14 64.96 29.06

15
객체 몸체 물체 주체 형체

66.67 0.85 3.85 25.64 0.43

16
구실 봉사 부채 성실 실속

38.46 1.71 9.40 30.77 13.68

17
일반적 전국적 전문적 전반적 통합적

2.99 0.85 1.71 77.78 13.25

19
각인하다 숙고하다 숙지하다 인정하다 인지하다

1.28 4.70 10.68 11.54 68.80

20
부면 양면 이면 전면 표면

18.38 0.00 72.65 3.42 1.28

21
겉치레 겉멋 외관 장식 체면치레

65.38 22.22 4.70 2.14 4.70

22
단순하다 단정하다 단출하다 편리하다 초라하다

4.27 12.39 73.93 6.84 0.85

23
기능성 복합성 유기성 인접성 지속성

0.85 9.40 39.32 48.72 2.56

24
계급 관계 권위 위상 자리

9.40 14.10 12.39 46.58 11.97

25
논점 역설 역점 주장 지점

28.63 1.28 35.04 4.70 19.23

26
당차다 대차다 매몰차다 줄기차다 차디차다

2.14 1.71 82.91 0.85 9.83

27
기저 기초 심층 지층 해저

21.79 53.42 5.56 19.23 0.43

28
골격 관절 삭신 신체 육신

19.66 31.20 35.90 4.27 9.83

29
사태 실태 양태 형태 행태

0.43 8.12 3.85 4.70 83.76

30
돌출되다 배제되다 상충되다 상통되다 제외되다 

7.69 9.83 65.38 10.2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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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이를 잘 고려하지 못하였다.  

14번 문항은 ‘의견이나 생각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생각’을 뜻하는 ‘제언’을 찾

는 문항인데, 약 65%의 학습자들이 ‘제시’를 선택하였다. ‘제시’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

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을 뜻하는 단어로 ‘의견이나 생각을 내놓음.’에는 해당할 수 있

지만, ‘또는 그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의미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학습자들에게는 ‘제언’

이라는 단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다 친숙한 ‘제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6번 문항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을 뜻한 ‘구실’을 찾는 문항이다. 약 

38%의 학습자들이 ‘구실’을 선택한 반면, 이와 비슷한 수의 31%의 학습자들은 ‘성실’을 

선택하였다. ‘성실’은 사전적으로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정의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러한 용법

에 착안하여 ‘성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3번 문항은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을 뜻하는 

‘유기성’을 찾는 문항인데, 약 49%의 학습자들은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인접성’을 선

택하였다. ‘인접성’은 ‘가까이 있거나 서로 이웃하여 있는 성질’을 뜻하는 단어로 유기성

이 가지고 있는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만큼’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학

습자들은 ‘유기성’이라는 단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다 친숙한 ‘인접성’을 선

택한 것으로 보인다.

24번 문항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뜻하는 

‘위상’을 찾는 문항인데, 약 47%의 학습자들은 ‘위상’을 정답으로 선택한 반면 나머지의 

학습자들은 ‘계급, 관계, 권위, 자리’의 선택지를 비슷한 수준으로 잘못 선택하였다.  

25번 문항은 ‘심혈을 기울이거나 쏟는 점’을 뜻하는 ‘역점’을 찾는 문항인데, 35%의 

학습자들이 ‘역점’을 선택한 반면, 이와 비슷한 수의 29%의 학습자들은 ‘논점’을 선택하

였다. ‘논점’은 사전적으로 ‘논의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이라고 정의되는데, 

‘힘쓰다 역(力)’이 함의하는 ‘심혈을 기울이거나 쏟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27번 문항은 ‘어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을 뜻하는 ‘기저’를 찾는 문항인데, 53%의 

학습자들이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기초’를 선택하였다. ‘기초’

는 ‘기저’에 비해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반면, ‘기저’는 ‘(비유적 의미를 포

함한) 바닥’이라는 특정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역시 학습자들이 보다 넓은 의미

를 가진 단어를 정답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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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문항은 ‘몸의 근육과 뼈마디’를 뜻하는 ‘삭신’을 찾는 문항인데, 36%의 학습자들

은 정답을 고른 반면, 이와 비슷한 수의 31%의 학습자들은 ‘관절’을 선택하였다. ‘관절’

은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뼈마디’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근육’

과는 관련이 없다. ‘삭신’은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고유어인데도 학습자들은 삭신과 관

절의 의미를 정확히 변별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29번 문항은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을 뜻하는 ‘양태’를 찾는 문

항인데, 무려 84%의 학습자들은 양태가 아닌 ‘형태’를 선택하였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약 4%로, 단 9명의 학습자만이 정답을 맞혔다.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이라는 

뜻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형편’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양태’의 용법 대부

분을 ‘형태’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인간 생활의 양태/형태’, ‘은밀한 양태/형태로 바

뀌고’)106) 학습자들은 이러한 용법에 착안하여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항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힌 9명의 학습자들 대부

분이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임을 뜻한다.107)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정답을 잘못 선택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

다. 첫째, 학습자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제시되었을 경우, 자신이 

아는 비교적 쉽고 친숙한 단어를 정답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총체’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보다 익숙한 ‘통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그 예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보다 세밀한 의미를 가진 정답 대신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오답 단어를 선택하였다. ‘역

점’ 대신 ‘논점’을 선택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어휘

의 의미를 잘 모르는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의미 변별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학습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108)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광해(2003)의 등급별 차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등급 어휘의 정

답자 수 평균은 161.2(정답률 68.9%)이고, 5등급 어휘의 정답자 수 평균은 130.7(정답

률 55.9%)로 4등급 어휘와 5등급 어휘 문항의 정답 평균은 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으

106) 반대로 ‘형태’의 용법은 대부분 ‘양태’가 대체할 수 없다. ‘?산의 양태, ?가구의 양태, ?

건물의 배치 양태’ 등은 특별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즉, 형태가 양태에 비해 의미역이 훨씬 넓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107)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어휘 이해 능력의 총점이 26~28점으로 매우 높았다. 

108) 이 경우 전략 사용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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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109) 또한 어종에 따라, 한자어 어휘의 정답자 

수 평균은 134.96(정답률 57.7%)이고, 고유어 어휘의 정답자 수 평균은 

136.67(58.4%)로, 어종에 따라서는 정답 평균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학년에 따라서 어휘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110)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년별 어휘 이해 능력 점수

의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학년별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29점 만점) 

109) 어휘 등급에 따른 능력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F=2.23, p=0.15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4등급 어휘의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어휘 이해 능력 평가의 목표가 학습자를 어휘 이해 능력에 

따라 군집으로 구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문항을 구성할 때 어휘 등급별 균형 있는 안

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110) 일원분산분석은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 검증 방법으로 세 집단 이상

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성태제, 2014: 145).

특성 구분 이해 능력 점수
평균(±표준편차) 

학년
1학년(N=85) 14.60(±5.48)
2학년(N=78) 16.77(±3.86)
3학년(N=71) 21.52(±3.62)

<표 51> 학년별 어휘 이해 능력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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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년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어휘 이해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98, p=0.00). 특히, 1,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이해 능력 점수가 높았으며, 1학년의 집단 내 편차가 컸다.

특성 구분
이해 능력 점수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평균(±표준편차) 

학년
1학년(N=85) 14.60(±5.48) 집단-간 1903.15 2 951.58 47.97 0.00
2학년(N=78) 16.77(±3.86) 집단-내 4581.96 231 19.84
3학년(N=71) 21.52(±3.62) 전체 6485.12 233

<표 52> 학년별 어휘 이해 능력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3)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에 따른 집단 분류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에 따른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을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상-하 집단을 분류하였다. 먼저 타당한 집단 분류를 실시하기 

위해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2> 어휘 이해 능력 히스토그램(29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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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점수는 위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기 상위 30%(72명), 하위 30%(78명)111)의 학습자를 상-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하 집단의 어휘 이해 능력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집단별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29점 만점) 

다음으로 각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112)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웰치-애스핀(Welch-Aspin) 

검정값113)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의 확률은 0.00으로, 상-하 집단의 어휘 이해 능력 

111) 상위 30%에 해당하는 상 집단의 최저점은 21점으로, 21점에서 집단을 구분하여 상 집

단은 총 72명이며, 마찬가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하 집단의 최고점은 15점으로, 15

점에서 집단을 구분하여 하 집단은 총 78명이다. 

112)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방법이다. 이때, t 값은 집단의 변

화량을 분모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자로 한 값으로 t 값이 높을수록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큼을 뜻한다(성태제, 2014: 135).

113)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의 등분산성이 충족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분산성

구분 이해 능력 점수
평균(±표준편차) 

이해-상(N=72) 23.15(±2.14)
이해-하(N=78) 11.44(±3.27)

<표 53> 상-하 집단에 따른 어휘 이해 능력 점수의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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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11.72로 상 집단 학습자가 하 

집단 학습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2개의 문항을 더 많이 맞혔다. 또한 하 집단에서의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 하 집단에 속한 학습자 사이의 편차가 상 집단에 비해 더 컸

다. 이는 학습자의 분포가 <그림 12>와 같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더 많이 분포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위 학습자가 21점~29점 사이에 분포하는 데 비해, 하위 학습

자는 15~0점 사이에 분포하여 결과적으로 하위 학습자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해 어휘 능력에 따른 집단별 어휘 이해 전략의 사용 양

상은 4.3.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t 검정 대신 웰치-애스핀(Welch-Aspin) 검정을 사용한다(성태제, 

2014: 141). 

114)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여러 집단의 등분산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통계적 기

법이다. 유의 확률이 0.05 이상일 경우 N개의 집단의 등분산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15) 표준오차란 ‘미지의 모수에 대한 추정량의 표준편차(<표준>)’를 뜻한다. 

비고

레빈의 등분산 

검정114)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115)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9.38 0.00 25.71 148 0.00 11.72 0.46 10.82 12.6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6.13 134.03 0.00 11.72 0.49 10.83 12.60

<표 54> 상-하 집단에 따른 어휘 이해 능력 점수에 대한 

웰치-애스핀(Welch-Aspin)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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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 

(1)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인하여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사이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카파(Kappa) 계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카파(Kappa) 계수는 랜디스와 코흐(Landis & Koch, 1977)의 해석에 따라 0.75 이상

의 경우를 평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모든 경우 0.83을 웃도는 비

교적 높은 일치도 결과를 얻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평가자 B가 다른 평가자에 비해 평가 점수가 다소 낮아 평가자 A와 평가자 B의 일치

도, 평가자 B와 평가자 C의 일치도가 다소 낮게 평정되었으며, 평가자 A와 평가자 C의 

일치도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뢰도가 0.83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추가적

인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자 3인의 평균 점수를 해당 문항에서 학습자가 

얻은 최종 점수로 사용하였다.  

(2)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 개관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56점 만점인 본 

평가에서 최솟값은 0점, 최댓값은 54.68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7.33이었으며, 표준

편차는 13.93이다. 

비고
평가자 A와 

평가자 B

평가자 B와 

평가자 C

평가자 C와 

평가자 A
일치도 평균

카파 계수 0.83 0.84 0.90 0.86

유의 확률 0.00 0.00 0.00 -

<표 55> 어휘 표현 평가의 평가자 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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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와 동등하게 비교하기 위해, 각 점수를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어휘 표현 능력의 평가 결과를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최솟값과 최

댓값의 분포는 거의 같으나, 평균 점수는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어

휘 이해 능력 평가의 표준편차가 18.19인 데 비해, 어휘 표현 능력 평가의 표준편차는 

24.90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의 능력 편차가 어휘 이해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각 문항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시된 부분은 전체 학습자의 평균이 2점 

이하인 비교적 어려운 문항이다.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표현 능력 234 0.00 54.68 27.33 13.93

<표 56> 어휘 표현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문항(목표 단어) 평균 표준편차
어휘 

등급
품사 어종

문항 1(누그러뜨리다) 3.26 1.39 5 동사 고유어

문항 2(현저하다) 2.81 1.33 4 형용사 한자어

문항 3(패러다임) 1.73 1.83 5 명사 외래어

문항 4(준거) 1.49 1.49 5 명사 한자어

문항 5(조명하다) 2.26 1.71 5 동사 한자어

문항 6(조망하다) 1.23 1.72 5 동사 한자어

문항 7(전이) 2.44 1.26 5 명사 한자어

문항 8(잠정적) 1.99 1.81 4 명사/관형사 한자어

<표 58>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_문항별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234 6.90 96.55 60.08 18.19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234 0.00 97.64 48.78 24.90

<표 57>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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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별 차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등급 어휘의 점수 평

균은 2.40이고, 5등급 어휘의 점수 평균은 1.88로 4등급 어휘와 5등급 어휘 문항의 평

균 점수는 산술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4등급 문항의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종에 따라, 한자어 어휘의 평균 점수는 1.61, 고유

어 어휘의 평균 점수는 3.42, 외래어 어휘의 평균 점수는 2.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고유어 어휘와 외래어 어휘의 문항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학년에 따라서 어휘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년별 어휘 표현 능력 점수의 기

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학년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어휘 표현 능력 점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4.36, p=0.00). 특히, 1,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이

해 표현 점수가 높았으며, 1학년의 집단 내 편차가 컸다.

문항 9(유리되다) 0.61 1.35 5 동사 한자어

문항 10(서슴없이) 3.59 1.16 5 부사 고유어

문항 11(운용하다) 1.64 1.81 5 동사 한자어

문항 12(상응하다) 2.22 1.88 5 동사 한자어

문항 13(변인) 1.07 1.59 5 명사 한자어

문항 14(미시) 0.99 1.41 5 명사 한자어

전체 1.95 1.55 4.86

특성 구분
이해 능력 점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평균(±표준편차) 

학년 1학년(N=85) 20.72(±13.18) 집단-간 17736.40 2.00 8868.20 74.36 0.00

<표 60> 학년별 어휘 표현 능력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특성 구분 이해 표현 점수
평균(±표준편차) 

학년
1학년(N=85) 20.72(±13.18)
2학년(N=78) 22.54(±9.39)
3학년(N=71) 40.46(±9.38)

<표 59> 학년별 어휘 표현 능력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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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학년별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56점 만점)  

(3)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에 따른 집단 분류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에 따른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을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상-하 집단을 분류하였다. 먼저 타당한 집단 분류를 실시하기 

위해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2학년(N=78) 22.54(±9.39) 집단-내 27549.21 231.00 119.26 　 　
3학년(N=71) 40.46(±9.38) 전체 45285.61 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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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 점수는 위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기 상위 30%(70명), 하위 30%(72명)의116) 학습자를 상-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

-하 집단의 어휘 표현 능력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각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웰치-애스핀(Welch-Aspin) 검정값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의 확률은 0.00으로, 상-하 집단의 어휘 표현 능력 점수는 통계적

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평균 차이는 33.36으로 나타나 차이가 컸다. 표준오차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 집단의 표준오차가 상 집단보다 더 컸다.  

116) 하위 30%에 해당하는 하 집단의 최고점은 18.67점으로, 이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하 집단은 총 72명이다. 

구분 표현 능력 점수
평균(±표준편차) 

표현-상(N=70) 44.50(±4.47)
표현-하(N=72) 11.14(±5.21)

<표 61> 상-하 집단에 따른 어휘 표현 능력 점수의 기술 통계

<그림 15> 어휘 표현 능력 히스토그램(56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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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집단별 어휘 표현 능력 평가 결과(56점 만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휘 표현 능력에 따른 집단별 어휘 표현 전략의 사용 양

상은 4.3.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비고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4.77 0.03 40.86 140.00 0.00 33.36 0.82 31.75 34.9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0.95 137.89 0.00 33.36 0.81 31.75 34.97

<표 62> 상-하 집단에 따른 어휘 표현 능력 점수에 대한 

웰치-애스핀(Welch-Aspin)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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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

여기서는 별도의 항으로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학

습자 양상은 어휘 수행 교육을 설계하는 데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였다. 

먼저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의 평균은 산술적으로 약 11점 정도

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휘 이해 능력 평가의 표준편차가 18.19인 데 비해, 어휘 표현 

능력 평가의 표준편차는 24.90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의 능력 편차가 어휘 이해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 이해 능력과 비교하여 어휘 표현 능력에서 학습자들

의 편차가 더 큼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웰치-

애스핀(Welch-Aspin) 검정값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의 확률은 0.01로, 어휘 이해 능

력과 어휘 표현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차이는 5.70으로 나타났

다.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234 6.90 96.55 60.08 18.19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234 0.00 97.64 48.78 24.90

<표 63>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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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어휘 능력 전체에 대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상-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타당한 집단 분류를 위해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점수와 표

현 능력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두 점수의 평균값을 히스토그램으로 나

타내었다.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26.61 0.00 2.78 466 0.01 5.70 2.01 1.67 9.7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78 435.23 0.01 5.70 2.01 1.67 9.71

<표 64>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에 대한  

웰치-애스핀(Welch-Aspin) 검정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능력 234 5.17 97.10 54.43 18.95

<표 65>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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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습자의 어휘 능력 점수는 위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기 

상위 30%(71), 하위 30%(70)의117) 학습자를 상-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하 집단

의 어휘 능력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117) 상위 30%에 해당하는 상 집단의 최하점은 64.96점으로, 이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상 집단은 총 71명이다. 하위 30%에 해당하는 하 집단의 최고점은 43.89이다.  

구분
어휘 능력 점수
평균(±표준편차) 

어휘 능력-상(N=71) 77.36(±8.22)
어휘 능력-하(N=70) 32.97(±9.47)

<표 66> 상-하 집단에 따른 어휘 능력 점수의 기술 통계

<그림 17> 어휘 능력 히스토그램(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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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집단별 어휘 능력 평가 결과(100점 만점) 

다음으로 각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은 0.00으로 상-하 

집단의 어휘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평균 차이는 44.39로 나타나 

점수의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표준오차의 차이는 1.49로 어휘 이해 능력 결과 및 어휘 

표현 능력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 집단의 표준편차가 상 집단에 비해 컸다.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75 0.39 29.74 139 0.00 44.39 1.49 47.34 41.4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9.71 135.73 0.00 44.39 1.49 47.34 41.43

<표 67> 상-하 집단에 따른 어휘 능력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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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하 집단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상-하 집

단의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그 결과 상 집단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의 평균값은 77.08, 어휘 표현 능력의 평균값

은 77.64로 평균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표준편차도 거의 

동일하였다. 반면에 하 집단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의 평균값은 43.89인데 비해, 어휘 

표현 능력의 평균값은 22.05로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에서 표준편차의 차이가 더 컸는데, 이는 하 집단의 어휘 표현 능력이 대부분 매우 

낮은 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집단별로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 집단의 경

우 유의 확률은 0.75로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하 집단의 경우 유의 확률은 0.00으로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차이는 21.84였다. 즉, 학습자 전체에 대하여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로는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어

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집단 어휘 능력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능력 

상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71 55.17 96.55 77.08 10.41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71 50.61 97.64 77.64 10.43

어휘 

능력 

하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70 6.90 68.97 43.89 15.69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70 0 66.07 22.05 12.56

<표 68> 집단별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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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 모두가 전반적으로 높아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이 거의 없다. 반

면에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에 비해 어휘 표현 능력이 매우 낮

은 양상을 띠어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이 매우 컸다. 

그런데 이처럼 어휘 능력에 따라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은 평가 대상 어휘의 난이도와 깊은 연관을 지니므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아무리 어휘 능력이 높은 화자라 하더라도 모든 어휘에 대한 완전지(完全知)를 가질 

수는 없다. 모든 능력이 그러하겠으나, 이러한 속성은 어휘 능력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평가 대상 어휘가 학습자 집단의 평균적인 어휘 수준에 비해 

어렵다면, 어휘 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어휘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어휘 표

현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어휘 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

휘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휘 이해 능력과 표

어휘 능력-상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00 0.95 0.32 140 0.75 0.56 1.75 -2.90 4.0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32 140 0.75 0.56 1.75 -2.90 4.02

어휘 능력-하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3.08 0.82 9.09 138 0.00 21.84 2.40 17.09 25.5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09 131.72 0.00 21.84 2.40 17.09 25.59

<표 69> 집단별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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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능력의 간극은 어휘 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118) 한편 평가 

대상 어휘가 학습자 집단의 평균적인 어휘 수준에 비해 쉽다면, 어휘 능력이 높은 집단

의 경우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어휘 능

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기

에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이 더 크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어휘 

이해와 표현 능력 평가에 사용한 4, 5등급 어휘의 경우119) 어휘 능력이 높은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에게는 다소 쉬운 어휘인 반면, 어휘 능력이 낮은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에게

는 다소 어려운 어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0)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은 어휘 수행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현상

인 동시에 위와 같이 평가 대상 어휘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학습자

의 어휘 능력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어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되돌아볼 필요

가 있다. 모어 화자라 할지라도 어휘 능력, 특히 어휘 표현 능력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없이는 자연스럽게 신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어휘교육이 주로 이해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가 어휘를 생산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상대적

으로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18) 고등학교 3학년 영어 학습자(EFL)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영은(2008)에서는 VLT와 

PVLT의 차이가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19) 본고에서는 4등급 어휘와 5등급 어휘를 평가 대상 어휘로 사용하여 어휘 등급의 평균

은 4.8~4.9등급 정도였다. 따라서 4등급 수준보다는 어렵고, 5등급 수준보다는 쉬운 수준

이다. 

120) 만약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간극이 거의 없다면, 어떤 어휘를 평가 대상 어휘로 선정하

든지 간의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에 대해 좀 더 면밀

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대상으로 5~6등급 어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얻어 

본고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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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

3.1. 어휘 이해 전략 평가 결과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평가 결과를 사용 빈도가 높은 전략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전략 N 평균 표준편차

1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234 5.95 1.29

2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234 5.48 1.54

3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233 5.31 1.55

4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

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234 5.09 1.67

5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234 4.72 1.97

6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234 4.56 1.77

7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

께 확인한다.
234 4.45 1.72

8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233 4.23 1.96

9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

다.  
234 4.15 1.78

10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234 3.74 1.95

11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234 3.68 1.98

12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 234 3.50 1.67

13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232 3.33 1.81

14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233 3.26 1.88

15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234 3.06 1.74

16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

한다.
234 2.98 1.76

17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233 2.86 1.81

전체 234 4.14 1.76

(*는 회피 전략)

<표 70> 어휘 이해 전략 평가 결과_높은 빈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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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응답한 어휘 전략 사용 정도의 평균은 4.14로 

나타났다. 본 전략 평가 도구의 중간값은 4점(보통으로 사용한다)이므로 평균값이 4점 

이상인 전략은 해당 피험자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인 전략은 9개로 나타났다. 

먼저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략은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하는 전략이었다. 해당 전략은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열 관계를 활용한 

어휘 이해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동이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

략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우에도 해당 전략을 매우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략은 11, 13, 12번 전략으로 이는 모두 맥락 이용 전략

에 해당하는 전략이다. 그동안 맥락을 활용한 어휘 이해 전략은 읽기교육에서도 꾸준히 

교육이 되어 왔던 만큼,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맥락

을 활용한 단어의 가치 추론 전략보다 단어의 (기술적) 의미 이해 전략이 보다 높은 빈도

를 보인 것은 학습자들에게는 단어의 가치를 추론하는 전략보다, 단어의 (기술적) 의미

를 추론하는 전략이 보다 친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맥락 이용 전략의 경우 전체 

평균이 5.30으로 나타나, 전체 전략들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 유형으로 나타났

다.  

17번 문항의 경우, 평균 사용 빈도가 3.50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회피 전략을 대부

분의 적극적 전략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 평균이 가장 낮은 전략은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로 학습자

들은 사전 활용 전략 중에서도 발음을 확인하는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어의 발음을 아는 것은 어휘 능력 중 일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121) 단어의 의

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어휘 이해 전략의 핵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습자의 응답 

결과에서도 어휘 이해 전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해당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전략이 속한 문법적 전략의 경우 전체 평균이 3.85로 나타나 

사용 평균이 낮은 편에 속했다. 외재적 자원 참조 전략의 경우에도 평균이 3.50으로 나

121)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단어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를 수용적 어휘 지식으로,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생산적 어휘 지식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기연(2012)에

서는 ‘해당 단어의 바른(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을 형태와 관련된 어휘 내적 지식으로 보

아 어휘 능력의 일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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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회피 전략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구체적인 어휘 이해 능력에 따른 전략 사용의 상관 및 집단별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4.4.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3.2. 어휘 표현 전략 평가 결과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 평가 결과를 사용 빈도가 높은 전략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전략 N 평균 표준편차

1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233 5.64 1.47

2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

다. 
232 5.53 1.34

3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233 5.53 1.43

4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234 5.42 1.52

5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

어로 대체한다. 
233 5.39 1.47

6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

한다. 
234 5.08 1.62

7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234 4.97 1.48

8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

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234 4.87 1.98

9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234 4.74 1.43

10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

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234 4.73 1.48

11
3. 유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234 4.73 1.43

12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233 4.64 1.70

13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234 4.62 1.43

14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외래어/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234 4.58 1.64

15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

한다. 
230 4.29 1.52

16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232 4.19 1.78

<표 71> 어휘 표현 전략 평가 결과_높은 빈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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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응답한 어휘 전략 사용 정도의 평균은 4.57로 

나타나, 어휘 이해 전략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산술적으로 어휘 이해 전략보다 

어휘 표현 전략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략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로 

사용 빈도의 평균이 5.64로 나타나 피험자들은 해당 전략을 매우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역시 관계 고려 전략인 21번도 높은 사용 빈도를 보여, 사회 관계 전략의 

사용 빈도가 제일 높았다(평균 5.59).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전략 유형은 대체 표현 고려 전략이었다. 대체 표현 

전략인 16, 17, 22 전략은 개별적으로도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전체 사용 빈도는 5.45

로 나타나 관계 고려 전략 다음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적 

전략 중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전략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았다. 이들 전략의 평

균 빈도는 4.53으로 나타났다. 

어휘 이해 전략과 마찬가지로 어휘 표현 전략에서 회피 전략의 사용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회피 전략인 23, 24번은 평균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았다.  

어휘 표현 능력에 따른 전략 사용의 상관 및 집단별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4.4.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17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233 4.18 1.66

18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231 4.13 1.80

19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234 4.03 1.70

20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232 3.92 1.73

21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230 3.71 1.87

22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

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233 3.61 1.72

23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 간다. 
233 3.58 1.69

24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

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다.
233 3.56 1.75

전체 234 4.57 1.61

(*는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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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4.1. 상관관계 분석의 전제

(1) 상관계수의 해석

상관계수에 대해 해석할 때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관계수를 통해 두 변수의 상

관성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통계학 이론서에서도 상관관계 해석에 대해서

는 다소의 편차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채택하여 상관관계를 해석하였다. 

이때, 상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정한다. 상관계수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높게 나타나지만, 상관계수가 유의하

지 않을 경우, 즉 자료들의 수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낮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 

각 상관계수별 상관관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만약, 상관계수의 절

댓값이 1이라면 그래프는 a 또는 b와 같이 완전 비례 또는 반비례 곡선을 그린다. 반면 

상관계수가 0이라면 자료들 사이에는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c와 같은 분

포를 보인다. 또한 d, e와 같이 상관계수가 낮아질수록 개별 값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

기는 하지만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값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계수의 범위 상관관계의 해석

±0.00~0.10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상관관계

±0.10~0.30 약한 상관관계

±0.30~0.70 뚜렷한 상관관계

±0.70~1.00 강한 상관관계

<표 72> 상관계수에 따른 상관관계의 해석(김석우, 200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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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상관계수에 따른 상관관계 그래프 예시(윤용, 2018: 74 ) 

또한 상관관계의 해석은 연구 분야의 성격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두 변수가 무엇이냐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학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특정 질병과 해당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서는 비교적 상관이 낮아 보이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시사할 수 있다(문경래 외, 2015). 반면 의학 분야라 하더라도 정신 질환을 측정

하는 다양한 평가 척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경우라면, 상관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만 

평가 척도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신용재 외, 2000). 왜냐하면 이때에는 평가 척

도와 질환 사이의 뚜렷한 상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도구로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국어 영역 간 성취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한 이재기(2005)를 참고할 수 있다. 이재기(2005)에서는 2003년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교급 변인 듣기 쓰기 읽기 문학 국어지식

초등학교 국어 총점 0.520** 0.804** 0.763** 0.830** 0.655**

중학교 국어 총점 0.623** 0.783** 0.782** 0.820** 0.679**

<표 73> 국어 총점과 영역별 점수 간의 상관관계(이재기, 200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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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의 하위 영역별 능력은 전체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

므로, 각 영역별 점수와 전체 국어 점수의 총점과는 그 상관관계가 대부분 매우 높게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본고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어휘 능력 점수와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

의 상관계수는 회피 전략 문항을 제외하고 0.46(p=0.00)으로 나타났다.122) 이는 <표 

72>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범위에서는 

상관계수가 다소 낮다.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지능, 어휘 지

식과 백과사전적 지식, 어휘 학습 시간, 어휘 학습 방법, 어휘에 대한 관심과 태도 등 매

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정도가 어휘 능력 전부를 설명하지 못하

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은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정도를 실제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보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

에 응답 결과와 실제 전략 사용 능력 및 사용 빈도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뿐만 아

니라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수행 전략 평가 도구는 학습자가 해당 전략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해당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점들은 본고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이러한 지점을 감안하더라도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전체 상관계수가 

0.46으로 나타난 것은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연구 가설로 상정한 바와 같이 어휘 전략 능력이 학습자의 어휘 능력

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factor)이라면, 어휘 전략 능력과 학습자의 어휘 능력 사이에

는 상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때,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각 요인

과 어휘 능력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를 통해 어휘 전략 능력이 어

휘 능력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 등이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기 위

해서는 요인분석 등의 추가적인 통계적 기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다

루지 못하였으나, 어휘 전략 능력과 어휘 능력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것

122) 결과 도출 과정은 이후의 절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고등학교 국어 총점 0.674** 0.800** 0.842** 0.722** 0.74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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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휘 전략 능력이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본고에서 어휘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상정한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가 독립된 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 이중 두 개 이상의 변수의 

상관성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들 각각이 독립적인 요인을 이루지 않고 이들 전체가 하나

의 요인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123)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2) 이상값의 제거 

여기서는 통계적 기법에 따라 상관계수 분석에서 이상값(outlier)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는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이상값을 제거하지 않고 상관계수를 도출하였으나, 후속 연구자

를 위해 이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이상값이란 수집된 자료 중 하나 혹은 여러 변수의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은 사례를 뜻

하는 말로, 변량 하나에 대한 단변량 이상값과 변량이 하나 이상인 다변량 이상값으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이라는 2개의 변량이 존재하므로, 

데이터가 전체 자료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거리)를 통해 이상값을 판단

하는 통계적 기법인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검정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자료들의 통계적 거리로서 절대적 거리가 같더라도 전체 자료의 

경향성에 부합하는 경우는 더 가깝게, 전체 데이터의 경향성에 배치되는 경우는 더 멀게 

측정된다. <그림 20>124)에서 파란색 점들 사이의 절대적 거리와 노란색 점들 사이의 절

대적 거리, 즉 유클리디언(Euclidean) 거리는 동일하지만,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경우 파

란색 점들 사이가 훨씬 가깝다. 마할라노비스 검정은 아이비엠(IBM)사에서 제공하는 아

모스(AMO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23) 요인분석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절댓값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거의 동

일한 의미일 수 있으므로 요인을 추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124) 출처: 매트웍스 누리집(https://kr.mathworks.com/help/stats/mah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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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유클리디언 거리의 비교 

또한 이상값을 어휘 이해 능력과 이해 전략 사용, 어휘 표현 능력과 표현 전략 사용 

각각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이 둘의 평균을 구하여 이상값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체 어휘 능력과 전체 수행 전략 사용에 따른 학습자 분포에서 이상

값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x축으로,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표현 전략 사용의 평균값을 y축으

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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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따른 학습자 분포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붉은 원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

어나는 이상값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할라노비스 검정에 따라 이러한 이상

값들을 삭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할 경우 전반적인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자료의 제외는 통계적 기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상값을 제거하지 않

고 수집된 전체 자료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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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점수와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125) 활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매트웍스(Mathworks)사에서 제공하

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매트랩(MATLAB)을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내었다.126)

붉은색을 진하게 띨수록 양의 상관계수가 높음을 뜻하며, 푸른색을 진하게 띨수록 음의 

상관계수가 높음을 뜻한다. 

125)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모두 연속적인 양적 변수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 분석 방법이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1.0에서 1.0이며, +는 정적인 상관

을, -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클수록 두 변수의 상관성이 높으

며, 절댓값이 작을수록 두 변수의 상관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

하지 않는다(성태제, 2014: 246). 

126) 이러한 상관관계 그림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항목이 많은 경우, 해당하는 상관

계수를 숫자로 표시하여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매트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상관계수에 따른 

색상 표현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각 계수에 따른 색

상을 자동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 오류가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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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 사용의 상관계수(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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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 사용의 상관계수(회피 전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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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8, 9, 14, 15, 16, 

17번 전략의 경우 상관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회피 전략을 제외한 전체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이해 능력의 상관계수는 

0.37(p=0.00)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이해 능력 사이에 어느 

정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어휘 이해 전략을 어휘 이해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나

열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가 높은 전략들은 집단별로 전략 사용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전략이었다. 

즉, 어휘 이해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어휘 이해 능력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해당 전략을 

뚜렷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상관관계가 높았다. 개별 전략에 대한 상세한 분석한 아

래 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순위 전략 상관계수

1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38**

2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

론한다. 
0.37**

3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0.33**

4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29**

5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0.26**

6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0.25**

7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24**

8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23**

9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20**

10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0.18**

11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0.15*

(*: p<0.05, **: p<0.01)

<표 74> 개별 어휘 이해 전략별 어휘 이해 능력과의 상관계수_상관계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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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어휘 이해 능력에 따른 집단별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에 따른 이해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4.1.에서 

도출한 집단 구분에 따라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휘 이해 능력 상-

하 집단 구분에 따른 어휘 이해 전략 사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

위

상 집단(N=72) 하 집단(N=78)

전략 N 평균
표준

편차
전략 N 평균

표준

편차

1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

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2 6.38 1.04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

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8 5.54 1.37

2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

단 차원 포함)

72 6.13 1.16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

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78 4.79 1.64

3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2 5.79 1.21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

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78 4.50 1.70

4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

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

단 차원 포함)

72 5.65 1.37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

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7 4.48 1.77

5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

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72 5.56 1.67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

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78 4.22 1.55

6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72 4.96 1.57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

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78 4.12 1.78

7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

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72 4.61 1.97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78 3.91 1.72

8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
72 4.40 1.69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

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77 3.90 1.88

<표 75> 집단별 어휘 이해 전략 사용 결과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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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략별 집단의 전략 사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

해 어휘 이해 능력 상-하 집단의 전략 사용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께 확인한다.

9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72 4.17 2.00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 
78 3.74 1.59

10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2 4.15 1.87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

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78 3.74 1.93

11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2 4.13 2.06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8 3.32 1.77

12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

다. 

72 3.85 1.84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

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78 3.14 1.79

13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

는 채로 넘어간다. 
72 3.47 1.74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

다.

78 3.04 1.72

14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

의어를 찾아본다.
72 3.47 1.79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

의어를 찾아본다.
78 2.95 1.74

15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

사를 찾아본다.
72 3.19 1.77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77 2.68 1.72

16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

음을 찾아본다. 
71 2.85 1.80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

사를 찾아본다.
78 2.67 1.51

17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

한다.

72 2.72 1.69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

음을 찾아본다. 
78 2.42 1.48

전체 72 4.44 1.66 전체 78 3.72 1.69

(*는 회피 전략)

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략 1 점수 등분산을 0.35 0.56 5.02 147.00 0.00 1.48 0.29 0.90 2.06

<표 76> 집단별 어휘 이해 전략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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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정함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00 143.65 0.00 1.48 0.30 0.89 2.06

전략 2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85 0.36 3.89 148.00 0.00 1.05 0.27 0.51 1.5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90 147.98 0.00 1.05 0.27 0.52 1.58

전략 3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2.91 0.09 6.13 148.00 0.00 1.81 0.30 1.23 2.4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6.16 147.39 0.00 1.81 0.29 1.23 2.39

전략 4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4.27 0.04 2.57 148.00 0.01 0.80 0.31 0.19 1.4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55 140.47 0.01 0.80 0.31 0.18 1.43

전략 5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13.37 0.00 4.18 148.00 0.00 0.84 0.20 0.44 1.2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22 142.67 0.00 0.84 0.20 0.44 1.23

전략 6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90 0.34 2.27 147.00 0.02 0.72 0.32 0.09 1.3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26 145.16 0.03 0.72 0.32 0.09 1.34

전략 7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3.51 0.06 1.97 148.00 0.05 0.53 0.27 0.00 1.0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96 139.97 0.05 0.53 0.27 -0.0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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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략 8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1.89 0.17 1.57 147.00 0.12 0.42 0.27 -0.11 0.9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55 135.88 0.12 0.42 0.27 -0.12 0.96

전략 9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43 0.51 1.81 148.00 0.07 0.52 0.29 -0.05 1.0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81 146.28 0.07 0.52 0.29 -0.05 1.09

전략 

10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2.08 0.15 3.31 148.00 0.00 1.03 0.31 0.41 1.6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30 142.89 0.00 1.03 0.31 0.41 1.64

전략 

11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12.73 0.00 5.69 148.00 0.00 1.33 0.23 0.87 1.7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77 139.01 0.00 1.33 0.23 0.87 1.79

전략 

12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4.06 0.05 4.55 148.00 0.00 1.15 0.25 0.65 1.6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59 145.19 0.00 1.15 0.25 0.66 1.65

전략 

13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12.21 0.00 5.25 147.00 0.00 1.31 0.25 0.82 1.8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31 134.98 0.00 1.31 0.25 0.82 1.80

전략 

14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08 0.78 1.01 148.00 0.31 0.29 0.28 -0.27 0.85

등분산을 

가정하지 
　 　 1.01 147.87 0.31 0.29 0.28 -0.27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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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부분의 전략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16(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

구들과 토의한다.), 17번(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 전략의 경우에는 하 집

단이 평균적으로 상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집단별 전략 사용의 차이는 <표 76>과 같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나, 7(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8(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

음을 찾아본다.), 14(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15(내

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16(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

들과 토의한다.), 17번(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 전략의 경우에는 집단 간 

사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전략 사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략 중 전략별 상-하 집단의 사용 차이가 큰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순이었다. 전략 사용 정도를 1~7점까지로 표시하였으므로 점수의 

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않음

전략 

15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2.59 0.11 -1.34 148.00 0.18 -0.37 0.28 -0.92 0.1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33 139.54 0.19 -0.37 0.28 -0.92 0.18

전략 

16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17 0.68 -1.13 148.00 0.26 -0.32 0.28 -0.87 0.2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13 147.47 0.26 -0.32 0.28 -0.87 0.23

전략 

17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1.07 0.30 -1.00 148.00 0.32 -0.27 0.27 -0.81 0.2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99 143.75 0.32 -0.27 0.27 -0.81 0.27

(표시된 부분은 등분산 가정 결과에 따른 해당 전략의 통곗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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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자체가 집단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t 값 역시 절댓값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를 살펴보면, 집단별 사용 차이가 가장 큰 전략은 3번 전략이었다. 어휘 이해 능력

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한자어 또는 한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 집단 학습자들은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평균=5.60), 하 집단은 해당 전략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였다(평균=3.74). 사용 순

위별로는 상 집단은 전체 5순위, 하 집단은 전체 10순위였다. 국어교육에서 한자 교육의 

위상은 불분명하며 개별 한자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해야 하는지는 논자마다 의견이 다

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어휘 이해 능력과 분명한 관련을 맺고 있음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11번 전략 역시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해당 전략의 사용 순위

는 집단별로 모두 2순위였으나, 사용 정도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맥락을 활용한 단

어의 의미 추론 전략은 어휘 이해 전략 중에서도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인데, 상 집

단의 평균 점수는 6.13으로 대부분의 상 집단 학습자들이 ‘항상 사용한다’에 가깝게 응

답한 반편, 하 집단의 평균 점수는 4.79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하 집단에게 교수·학습할 경우 어휘 이해 능력 향상이나 어휘 전

순위 전략 t 값

1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6.13

2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5.77

3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

를 추론한다. 
5.31

4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5.02

5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

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4.55

6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4.22

7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89

8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3.31

9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2.55

10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2.27

11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1.81

<표 77>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큰 이해 전략_t 값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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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3번 전략도 위와 비슷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13번 전략의 사용 순위는 집단별로 각

각 3순위, 4순위로 나타나 해당 전략은 상-하 집단 모두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드러내어 상 집단의 평균 

점수가 5.79인 반면, 하 집단의 평균 점수는 4.48이었다. 글의 주제나 관련 분야를 통해 

글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 역시 매우 유의미한 어휘 이해 전략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 역시 어휘 전략 교육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3번 전략은 단어에 쓰인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으

로 단어 형성법이 매우 발달한 국어의 특성상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유의미한 전략이

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 집단이 평균 4.96 정도로 응답한 반면, 하 집단은 3.91 정도

로 응답하여, 집단 간 사용 차이가 비교적 크게 드러났다. 

다음으로 12번 전략은 앞뒤 문맥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하는 전략으로 단어의 의

미를 추론하는 11번 전략에 비해서는 사용 점수가 다소 낮았으나, 상-하 집단 모두 빈

번히 사용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상 집단의 경우는 평균 점수가 5.65로 4순위에 해당

하였으며, 하 집단의 경우는 평균 점수가 4.50으로 3순위에 해당하였다. 

5번 전략의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으

로 상-하 집단 모두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 평균 점수

에는 차이가 있어 상 집단의 경우 평균이 6.38로 조사된 데 반해, 하 집단의 경우 평균이 

5.54였다.  

4.4.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 점수와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마찬가지로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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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의 상관계수(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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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의 상관계수(회피 전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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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1, 2, 3, 4, 5, 7, 8, 12, 13, 15, 17번 전략의 경우 상관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나, 6, 9, 10, 11, 14, 16, 18, 19, 20, 21, 22, 23, 24번 전략의 경우 

상관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회피 전략 문

항을 제외하고 전체 표현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능력의 상관계수는 0.27(p=0.00)로 나

타났으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의 상관에 비하여, 어휘 표현 능력과 어

휘 표현 전략의 상관계수가 다소 낮게 도출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째, 어휘 표현은 어휘 이해보다 더 많은 요인이 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이해는 어

휘 표현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동적이며 적극적인 인지 행위이지만, 어휘 이해에 비해 어

휘 표현이 보다 복잡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어휘 표현은 특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휘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어휘 표현의 인지적 

과정은 어휘 이해 단계를 포함한, 더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인지 단계가 확장되

는 만큼 이때 개입하는 요인은 더 많아진다.127)  

둘째, 어휘 표현 전략을 잘 사용하는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오히려 표

현할 수 있는 표현 어휘의 양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도구는 학습자의 자유로운 표현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주어진 어휘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현 어휘가 적은 학습자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가 실제적인 말하기나 쓰기 상황에서는 다양한 어휘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어휘를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목표 단어에 대한 어휘 지

식이 비슷할 경우 어휘 표현 전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문장 만들기 과제에서 더 뛰어

난 수행을 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도구가 

표현 어휘의 양도 적고, 어휘 표현 전략 능력도 낮은 학습자와 표현 어휘의 양은 적지만, 

어휘 표현 전략 능력은 높은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128)

셋째, 앞서 분석한 대로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 사이의 간극이 존

재하는 만큼, 어휘 표현 전략 사용에서 학습자의 과장된 자기 보고가 더 두드러졌을 가

127)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문지방을 뛰어넘어야 하며, 문지방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과 교육이 요구된다(Henriksen, 1999; Laufer, 1994; 

Melka, 1997; Nation, 1990; Laufer & Paribakht, 1998; 강보선, 2013: 19 재인용).

128) 앞서 언급한 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를 

문장 만들기 과제에 포함하였으나, 이와 같은 학습자를 완벽히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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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Ⅲ장 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에 비해 어휘 표현 

능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에게서 이러한 차이는 더 

두드러졌다. 이 경우 어휘 표현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있어 자신

의 어휘 전략 사용을 과장되게 보고했을 경우, 상관계수의 도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게 된다.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어휘 표현 전략을 어휘 표현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나

열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가 높은 전략들은 집단별로 전략 사용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전략이었다. 

즉, 어휘 표현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어휘 표현 능력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해당 표현 전

략을 뚜렷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상관관계가 높았다. 개별 표현 전략에 대해서는 아

래 항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순위 전략 상관계수

1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0.30**

2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0.29**

3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

의어로 바꾸어 본다.
0.27**

4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0.22**

5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0.21**

6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0.20**

7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0.19**

8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0.18**

9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0.17*

10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0.17*

11
1. 상하위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0.15*

(*: p<0.05, **: p<0.01)

<표 78> 개별 어휘 표현 전략별 어휘 표현 능력과의 상관계수_상관계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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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어휘 표현 능력에 따른 집단별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에 따른 표현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4.1.에서 

도출한 집단 구분에 따라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휘 표현 능력 상-하 집단 구

분에 따른 어휘 표현 전략 사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

위

상 집단(N=70) 하 집단(N=72)

전략 N 평균
표준

편차
전략 N 평균

표준

편차

1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70 5.89 1.28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

여 단어를 표현한다. 
72 5.35 1.55

2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

여 단어를 표현한다. 
69 5.70 1.43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71 5.31 1.42

3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

다. 

69 5.62 1.34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71 5.24 1.54

4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

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

로 대체한다. 

69 5.54 1.31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

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

로 대체한다. 

72 5.18 1.66

5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

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70 5.47 1.52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

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72 5.08 1.66

6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

한다.

70 5.24 1.56

1.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

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

다.

72 4.86 1.43

7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

려하여 표현한다.
70 5.23 1.48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

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다.

72 4.82 1.59

8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

꾸어 본다.

70 5.04 1.32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

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72 4.81 2.01

9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

려하여 표현한다.
70 5.03 1.40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

려하여 표현한다.
72 4.64 1.48

10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70 5.00 1.49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 72 4.63 1.61

<표 79> 집단별 어휘 표현 전략 사용 결과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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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표현한다. 적 표현으로 바꾼다.

11

1.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

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70 4.93 1.41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72 4.32 1.43

12

15. 글의 문체(구어/문어)

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

한다.

69 4.87 1.44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외래어/외국어를 고유

어로 바꾸어 본다.

72 4.24 1.72

13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외래어/외국어를 고

유어로 바꾸어 본다.

70 4.83 1.54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

려하여 표현한다.
72 4.17 1.42

14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

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

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70 4.83 1.96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

어 본다.

72 4.11 1.45

15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70 4.73 1.62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

용 표현을 사용한다.
70 3.86 1.76

16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70 4.69 1.62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

꾸어 본다. 

72 3.82 1.73

17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

적 표현으로 바꾼다.
69 4.62 1.73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71 3.79 1.51

18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69 4.62 1.81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

다.

72 3.78 1.62

19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70 4.37 1.74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

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

다. 

72 3.72 1.69

20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
70 4.24 1.91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72 3.6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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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략별 집단의 전략 사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

해 어휘 표현 능력 상-하 집단의 표현 전략 사용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넘어 간다. 

21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

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

다. 

70 3.71 1.79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

다. 

71 3.59 1.62

22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69 3.70 1.94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

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

꾸어 본다.

71 3.42 1.82

23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

고 넘어 간다. 

69 3.49 1.68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

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71 3.34 1.85

24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

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

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

기한다.

70 3.40 1.74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

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71 3.27 1.50

전체 70 4.78 1.59 전체 72 4.29 1.61

(*는 회피 전략)

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략 1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52 0.47 0.28 140.00 0.78 0.07 0.24 -0.40 0.5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28 139.97 0.78 0.07 0.24 -0.40 0.54

전략 2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20 0.65 2.77 140.00 0.01 0.68 0.25 0.20 1.17

<표 80> 집단별 어휘 표현 전략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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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77 139.31 0.01 0.68 0.25 0.19 1.17

전략 3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79 0.37 4.00 140.00 0.00 0.93 0.23 0.47 1.3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00 139.46 0.00 0.93 0.23 0.47 1.39

전략 4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02 0.90 3.63 140.00 0.00 0.86 0.24 0.39 1.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63 139.97 0.00 0.86 0.24 0.39 1.33

전략 5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01 0.90 2.38 140.00 0.02 0.59 0.25 0.10 1.0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38 139.89 0.02 0.59 0.25 0.10 1.08

전략 6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3.13 0.08 2.16 140.00 0.03 0.59 0.27 0.05 1.1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16 139.04 0.03 0.59 0.27 0.05 1.13

전략 7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33 0.57 3.08 140.00 0.00 0.87 0.28 0.31 1.4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08 139.80 0.00 0.87 0.28 0.31 1.42

전략 8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2.13 0.15 4.50 139.00 0.00 1.31 0.29 0.73 1.8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50 137.67 0.00 1.31 0.29 0.73 1.88

전략 9 점수 등분산을 0.01 0.91 2.26 140.00 0.03 0.65 0.29 0.0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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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정함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26 139.55 0.03 0.65 0.29 0.08 1.22

전략 

10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13 0.72 1.12 138.00 0.27 0.36 0.32 -0.28 0.9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11 137.19 0.27 0.36 0.32 -0.28 0.99

전략 

11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3.04 0.08 1.60 139.00 0.11 0.45 0.28 -0.10 1.0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60 134.14 0.11 0.45 0.28 -0.10 1.00

전략 

12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14 0.71 2.53 137.00 0.01 0.77 0.30 0.17 1.3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53 136.74 0.01 0.77 0.30 0.17 1.36

전략 

13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3.09 0.08 2.19 139.00 0.03 0.65 0.30 0.06 1.2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19 134.77 0.03 0.65 0.30 0.06 1.24

전략 

14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00 0.98 1.60 140.00 0.11 0.42 0.26 -0.10 0.9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60 139.97 0.11 0.42 0.26 -0.10 0.95

전략 

15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24 0.62 4.32 138.00 0.00 1.08 0.25 0.59 1.5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33 137.96 0.00 1.08 0.25 0.5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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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략 

16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3.39 0.07 1.41 139.00 0.16 0.36 0.25 -0.14 0.8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41 134.10 0.16 0.36 0.25 -0.14 0.85

전략 

17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67 0.41 2.70 139.00 0.01 0.65 0.24 0.17 1.1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71 135.04 0.01 0.65 0.24 0.17 1.12

전략 

18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1.60 0.21 1.39 139.00 0.17 0.35 0.25 -0.15 0.8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39 138.79 0.17 0.35 0.25 -0.15 0.84

전략 

19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08 0.78 0.07 140.00 0.95 0.02 0.33 -0.64 0.6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7 140.00 0.95 0.02 0.33 -0.64 0.68

전략 

20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39 0.53 -0.01 139.00 0.99 0.00 0.28 -0.56 0.5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1 137.22 0.99 0.00 0.28 -0.56 0.56

전략 

21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34 0.56 1.34 138.00 0.18 0.31 0.23 -0.15 0.7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34 137.88 0.18 0.31 0.23 -0.15 0.77

전략 

22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33 0.56 1.45 140.00 0.15 0.39 0.27 -0.14 0.92

등분산을 

가정하지 
　 　 1.45 139.51 0.15 0.39 0.27 -0.14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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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부분의 전략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회피 

전략인 23번(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

다.), 24번(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전략의 경우에는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회피 전략 문항의 경

우 어휘 표현 능력과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집단별 전략 사용의 차이는 <표 8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략

과 유의미하지 않은 전략이 있었는데, 2, 3, 4, 5, 6, 7, 8, 9, 12, 13, 15, 17번 전략의 경

우에는 집단 간 사용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전략의 경우 사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드

러나지 않았다. 

전략 사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략 중 전략별 상-하 집단의 사용 차이가 큰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순이었다. 어휘 이해 전략과 마찬가지로 전략 사용 정도를 1~7점까

지로 표시하였으므로 점수의 차이 자체가 집단별로 크지 않아 t 값 역시 절댓값이 그렇

게 크지는 않았다. 

전략 구분

레빈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않음

전략 

23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59 0.44 -1.34 140.00 0.18 -0.38 0.28 -0.94 0.1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34 138.64 0.18 -0.38 0.28 -0.94 0.18

전략 

24
점수

등분산을 

가정함
0.49 0.49 -0.37 139.00 0.71 -0.10 0.28 -0.66 0.4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37 138.33 0.71 -0.10 0.28 -0.66 0.45

(표시된 부분은 등분산 가정 결과에 따른 해당 전략의 통곗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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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집단별 사용 차이가 가장 큰 전략은 8번 전략이었다. 즉, 어휘 표현 능

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한자어 또는 한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 집단 학습자들은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한 표현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

면에(평균=4.73), 하 집단은 해당 전략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였다(평균=3.42). 사용 순

위별로는 상 집단은 전체 15위, 하 집단은 전체 22위였다. 흥미롭게도 집단 간 전략 사

용의 차이가 큰 전략은 어휘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한자(어)와 관련된 전략으로 나타났

다.129)

다음으로 15번 전략 역시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해당 전략의 사용 순위

는 상 집단의 경우 12위(평균=4.87), 하 집단은 17위(평균=3.79)로 사용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구어/문어로 대표되는 글의 문체를 인식한 어휘의 표현은 문체에 적

합한 어휘 표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하 집단에게 교수·

학습할 경우 어휘 표현 능력 향상이나 어휘 표현 전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13번 전략도 위와 비슷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3번 전략의 사용 순위는 상 집단의 경

129) 전략의 분류로는 어휘 이해 전략의 경우 문법적 전략(단어의 어형 고려)에 해당하며, 

어휘 표현 전략의 경우 어휘적 전략(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에 해당하나, 모두 ‘한자(어)’

와 관련된 지식과 관련이 있다. 

순위 전략 t 값

1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4.50

2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4.32

3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4.00

4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3.63

5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3.08

6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2.77

7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2.70

8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2.53

9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2.38

10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2.26

11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2.19

<표 81>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큰 표현 전략_t 값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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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8위(평균=5.04), 하 집단은 14위(4.11)로 나타나 사용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었

다. 유의어를 변별하여 해당 맥락에서 가장 적합한 어휘를 골라 쓰는 능력은 어휘 표현 

능력을 구성하는 매우 중핵적인 요인이므로, 이러한 전략 역시 어휘 전략 교육 시 우선

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번 전략 역시 유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전략으

로, 집단 간 차이(상 집단 평균 5.00, 하 집단 평균 4.17)가 비교적 크게 드러났다.   

다음으로 7번 전략은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고유어를 부려 쓰는 전략으로, 

상-하 집단 모두 사용 순위에서 16위였으나, 그 사용 정도는 차이가 났다. 상 집단의 경

우 평균 점수가 4.69인데 비해, 하 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가 3.82였다. 

4.6.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이 항에서는 Ⅲ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

휘 수행 전략 교육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어휘 능력 간 상관관계 

먼저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 평가 점수와 어휘 표현 능력 평가 점수

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이에 대한 상관관계 그래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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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어휘 능력 간 상관관계 그래프(100점 만점)  

이에 대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0.57로 나타나(p=0.00),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를 통해 어휘 이해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어휘 표현 능력도 높은 경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영어 학습자의 수동적(passive) 어휘 양과 능

동적(active) 어휘 양의 차이를 비교한 라우퍼(Laufer, 1998)에서도 두 어휘 양의 상관

은 0.67(p=0.01)로 나타나 본고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각선 축(r=1)을 기준으로 학습자들이 우하단에 분포하고 있음을 볼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휘 표현 능력보다 어휘 이해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더 많았다. 구체적

으로는 어휘 표현 능력이 이해 능력보다 높은 학습자 수는 73명(31.2%)이었으며, 반대

의 경우는 161명(68.8%)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 또는 저학년 학습

자의 경우에 어휘 표현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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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휘 표현 능력 점수가 100점 만점에 66.07점인 반면, 어휘 이해 능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0점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학습자 분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학습

자도 있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였으나, 29

문항 중 단 2문항밖에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이러한 학습자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

이’ 알고 있어 목표 단어를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과 효과적으로 변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단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변별해 보는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2)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간 상관관계

다음으로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점수의 평균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점수의 평

균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한 상관관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7> 어휘 수행 전략 간 상관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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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0.68로 나타나(p=0.00),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간에는 매우 뚜렷한 상관성이 있었

다. 또한 <그림 27>을 보면, 학습자들 대부분이 대각선 축(r=1)을 기준으로 좌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은 

어휘 이해 전략보다는 어휘 표현 전략을 보다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어휘 이

해 전략보다 어휘 표현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181명(77.35%)이

었으며, 반대로 어휘 표현 전략보다 어휘 이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습

자는 53명(22.6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의 속성이 상이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어휘 이해의 핵심은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휘 이해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휘 표현의 경우에

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는 성공적인 표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보다 훨씬 더 복

잡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 이상의 다양한 전략들

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언어생활에 있어 어휘 이해보다는 어휘 표현에서 더 많

은 어려움을 느끼며, 더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고의 연구 결과 학습자들이 어휘 이해 전략보다 어휘 표현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휘 이해 능력보다 어휘 표현 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 이해와 표현의 속성, 어휘 이해 전략과 어휘 표현 전략 교육 

방향 등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이 본고의 연구 대상에 국한되는 것

인지, 일반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 

(3)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간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을 포괄한 어휘 능력 전체와,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전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휘 이해 능력 점수와 어휘 표현 능력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두 

점수의 평균 점수를 해당 학습자의 어휘 능력 점수로 삼았다. 다음으로 어휘 이해 전략

과 표현 전략 전체의 평균값을 해당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점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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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방식을 바탕으로 상관관계 그래프를 도출하면 다음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 그래프  

이에 대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0.46으로 나타나(p=0.00),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이상을 정리하여,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다

음과 같다. 

범주 환산 방식

어휘 능력 점수
어휘 이해 능력 점수 100점 환산 + 

어휘 표현 능력 점수 100점 환산 ÷ 2

어휘 수행 전략 점수 어휘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의 전체 평균값

<표 82> 어휘 능력 및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 도출을 위한 환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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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체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계수가 어휘 이해 및 어휘 표

현 능력과 어휘 이해 및 표현 전략 사용과의 상관계수보다 더 높은 상관성을 띠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한 가지 척도(어휘 이해 

또는 어휘 표현)로만 분석하지 않고,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척도에서는 이

상값을 띠고 있던 학습자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중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에는 어느 정도 뚜렷한 상

관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는 양방향적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35)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 해석 

�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어휘 수행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다.

� 어휘 수행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일수록 어휘 능력이 높은 경향성이 있다. 

� 즉,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  

5. 어휘 수행 전략 교육에 대한 시사점

5.1. 학습자 유형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설계 

여기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어휘 전략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어휘 능력

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정도에 따라 학습자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따른 학습자 분포 그래프를 바탕으로 학습자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때 어휘 능력 점수의 중간값은130) 53.18로, 여기서는 근삿값인 53점을 

130) 중간값이란 등급, 크기, 차례 등의 가운데 값을 뜻한다(<우리말샘>). 

구분 상관계수 유의 확률 상관계수의 해석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 사용 0.37 0.00 뚜렷한 상관관계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0.27 0.00 약한 상관관계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0.46 0.00 뚜렷한 상관관계

<표 83>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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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으로 삼았다.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경우 중간값은 4.67이었으며, 역시 근삿값인 

4.70점을 중간값으로 삼았다.  

이상의 방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 

결과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이 모두 높은 학습자(유형 1)는 전체 집단 중 79

명(32.48%)으로 나타났으며, 어휘 능력은 높지만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이 낮은 학습자

(유형 2)는 37명(15.81%)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은 낮지만 어휘 능력

이 높은 학습자(유형 3) 역시 37명(15.81%), 마지막으로 어휘 능력과 어휘 전략 사용이 

모두 낮은 학습자(유형 4)는 81명(34.62%)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어휘 능력 및 수행 전략 사용에 따른 유형별 학습자 분포 

범주 중간값

어휘 능력 점수 53점

어휘 수행 전략 점수 4.70점

<표 84> 학습자 유형 분류에 사용한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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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휘 능력 상-수행 전략 능력 상 학습자(유형 1)의 분포 및 특성

우선 어휘 능력이 집단에서 높으며, 수행 전략 사용 역시 높은 학습자(이하 유형 1)의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휘 이해 능력의 평균은 73.02, 어휘 

표현 능력의 평균은 66.1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1 학습자

의 경우 어휘 이해 전략의 사용 평균(회피 전략 제외)은131) 4.89이며, 어휘 표현 전략 

사용 평균은 5.1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형 1의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어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나타

났다. 

131) 학습자의 유형 분류는 회피 전략을 제외하고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제시되는 수치는 모

두 회피 전략이 제외된 수치이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는 전략의 분석에 있어서는 회피 전

략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79 31.03 96.55 73.02 11.46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79 32.14 97.64 66.13 17.19

<표 85> 유형 1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전략 79 3.56 6.63 4.89 0.63

어휘 표현 전략 79 3.71 6.45 5.16 0.59

<표 86> 유형 1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기술 통계

순위 전략 평균

1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6.44

2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6.27

<표 87> 유형 1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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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6.09

4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5.81

5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5.77

6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5.48

7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5.06

8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4.95

9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4.73

10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4.41

11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4.39

12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4.10

13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4.08

14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3.87

15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3.59

16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3.35

17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3.34

(*는 회피 전략)

순위 전략 평균

1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6.19

2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6.06

3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6.01

4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5.88

5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5.79

6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5.59

7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

어로 바꾸어 본다.
5.56

8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5.48

9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5.46

10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

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5.23

11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5.15

12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

꾼다.
5.15

13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외국

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5.01

14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

자어로 바꾸어 본다.
4.99

15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4.94

16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 4.75

<표 88> 유형 1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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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유형 1의 학습자는 회피 전략을 거의 

제일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이해 전략의 경우 회피 전략의 사용 

빈도는 전체 17개 중 16위였으며, 어휘 표현 전략에서는 전체 24개 중 각각 23위, 24위

였다. 

다음으로 어휘 이해 전략과 관련해서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

략이 1위였으며, 앞뒤 맥락이나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

략이 2, 3위였다. 이들 전략은 사용 평균이 6점을 상회하여, 유형 1의 학습자들은 해당 

전략을 ‘항상 사용한다’에 가깝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어휘 이해 전략 11번과 13번

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에 따른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크게 드러난 전략이기도 하다.

어휘 표현 전략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단어 사용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2위

와 3위 전략은 모두 ‘대체 표현 고려’ 전략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해당 전략은 후술

할 유형 2, 3, 4 학습자에게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으로 나타났으나, 그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어휘 능력 상-수행 전략 능력 하 학습자(유형 2)의 분포 및 특성

다음으로 어휘 능력은 집단에서 높으나, 수행 전략 사용이 낮은 학습자(이하 유형 2)

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 능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

휘 이해 능력의 평균은 63.34, 어휘 표현 능력의 평균은 71.87로 나타났다.  

유어로 바꾸어 본다. 

17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4.74

18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4.55

19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

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4.46

20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4.43

21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4.33

22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4.18

23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3.54

24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

현을 포기한다.
3.42

(*는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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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어휘 전략 사용은 다음과 같이 평균이 각각 3.75, 4.24로 유형 1 학습자에 비

해 어휘 전략 사용이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형 2의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어휘 수행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37 37.93 96.55 63.34 14.10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37 31.55 97.61 71.87 14.54

<표 89> 유형 2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전략 37 2.63 4.56 3.75 0.48

어휘 표현 전략 37 3.09 5.18 4.24 0.42

<표 90> 유형 2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기술 통계

순위 전략 평균

1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5.49

2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5.43

3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5.14

4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4.89

5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4.70

6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4.05

7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84

8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3.81

9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3.70

10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3.51

11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3.43

12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08

13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2.67

14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2.65

<표 91> 유형 2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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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2.51

16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2.43

17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2.43

(*는 회피 전략)

순위 전략 평균

1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5.38

2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5.24

3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5.19

4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5.03

5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4.86

6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4.41

7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

꾼다.
4.38

8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

어로 바꾸어 본다.
4.35

9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4.35

10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
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4.32

11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4.27

12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4.11

13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

자어로 바꾸어 본다.
4.06

14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4.03

15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외국

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4.00

16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3.89

17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

유어로 바꾸어 본다. 
3.78

18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3.76

19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

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3.65

20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3.59

21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

현을 포기한다.
3.57

22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3.51

23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3.11

24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3.05

(*는 회피 전략)

<표 92> 유형 2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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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형 1 학습자에 비해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어휘 이해의 경우 회피 전략의 사용 순위가 9위, 어휘 표현의 경우 20, 21위로 나타났

다. 이들은 유형 1 학습자와 비교하여 어휘 능력은 대등하지만 적극적인 어휘 수행 전략

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 집단에게는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의식적으로 다시 주목해 보는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대로 자동화된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을 다시금 의식적으로 주목해 보는 경험이다. 이를 통해 어휘 수

행 전략 능력을 정교화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더 높은 차원으로의 어휘 능력 신장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어휘 능력 하-수행 전략 능력 상 학습자(유형 3)의 분포 및 특성

세 번째로 어휘 능력은 집단에서 낮으나, 수행 전략 사용이 높은 학습자(이하 유형 3)

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 능력의 경우 평균이 각각 57.32, 

29.44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 능력이 집단에서 낮은 편에 속했으며,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표현 능력 점수가 확연히 낮았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경우 평균이 각각 4.74, 5.26으로 나타나 어휘 표현 

전략의 경우 유형 1 학습자보다 평균이 높았다. 어휘 표현 능력이 매우 낮은 데 비하여 

어휘 표현 전략은 빈번히 사용한다고 응답한 점이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37 31.03 86.21 57.32 11.98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37 3.57 66.68 29.44 15.19

<표 93> 유형 3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전략 37 3.56 5.63 4.74 0.45

어휘 표현 전략 37 4.32 6.32 5.26 0.46

<표 94> 유형 3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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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유형 3의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어휘 수행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순위 전략 평균

1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6.57

2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5.81

3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

장, 문단 차원 포함)
5.78

4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

장, 문단 차원 포함) 
5.65

5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5.57

6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5.24

7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5.03

8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5.00

9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4.97

10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4.62

11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4.11

12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3.73

13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59

14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3.51

15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46

16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3.24

17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3.14

(*는 회피 전략)

<표 95> 유형 3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순위 전략 평균

1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6.49

2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6.16

3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6.11

4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6.05

5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5.95

6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

꾼다.
5.89

7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5.86

8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5.62

9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5.51

10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5.32

<표 96> 유형 3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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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유형 2가 아닌 유형 1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즉 회피 

전략을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어휘 수행 전략을 유형 2 학습

자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어휘 능력은 유형 1 학

습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유

형 3의 학습자들은 어휘 수행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전략 사용이 성공적이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적극적이며, 이러한 전략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 수행의 질이 

유형 1 학습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 유형은 어휘 수행 전략이 있

음을 명제적 지식 형태로 알고 있음을 넘어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경험을 통해 어

휘 수행의 질을 정교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능력 평가 도구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특정 어휘 수

행 전략 사용과 깊은 관련을 맺는 측면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11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
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5.30

12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5.27

13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외국

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5.27

14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

어로 바꾸어 본다.
5.08

15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4.92

16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

자어로 바꾸어 본다.
4.73

17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

유어로 바꾸어 본다. 
4.62

18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

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4.59

19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4.59

20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4.49

21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4.19

22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4.14

23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3.57

24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

현을 포기한다.
3.19

(*는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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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예컨대, 유형 3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어휘 표현 전략인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와 관련을 맺은 어휘 표현 능력은 본고에서 

사용한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도구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유형 3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질적으로 평가

해 본다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4) 어휘 능력 하-수행 전략 능력 하 학습자(유형 4)의 분포 및 특성 

마지막으로 어휘 능력과 수행 전략 사용이 모두 낮은 학습자(이하 유형 4)에 대한 기

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 능력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의 평균값이 44.49, 

어휘 표현 능력의 평균값이 30.15로 어휘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 전략의 경우 평균이 각각 3.41, 4.10으로 유형 2 학습자에 비해서

도 확연히 낮았다. 

유형 2 학습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휘 이해 전략을 다른 유형에 비해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전략의 경우 사용 순위가 8위를 기록하여 유형 1, 유형 3 학

습자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어휘 이해 전략 사용 태도를 보였다.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능력

(100점 만점 환산)
81 6.90 75.86 44.49 15.07

어휘 표현 능력

(100점 만점 환산)
81 0.00 66.07 30.15 15.81

<표 97> 유형 4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_100점 만점 환산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어휘 이해 전략 81 1.31 4.63 3.41 0.73

어휘 표현 전략 81 2.50 5.45 4.10 0.68

<표 98> 유형 4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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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표현 전략 사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순위 전략 평균

1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5.41

2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4.59

3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4.39

4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4.22

5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3.98

6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3.75

7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70

8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3.70

9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59

10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3.32

11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3.12

12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2.63

13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2.56

14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2.49

15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2.43

16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2.21

17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2.19

(*는 회피 전략)

<표 99> 유형 4 학습자의 어휘 이해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순위 전략 평균

1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5.11

2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4.90

3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4.88

4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4.83

5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4.79

6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4.67

7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4.64

8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

꾼다.
4.35

9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4.33

10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
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4.17

11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외국 4.11

<표 100> 유형 4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 사용 양상_평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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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학습자는 전반적인 어휘 수행 전략 사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회

피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와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학습자 집단에게는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과 필요성, 어

휘 및 어휘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5.2.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이해 능력 간 상관관계,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간 상관

관계,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간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은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간 상관관계이다. 즉, 어휘 수행 전략의 경우 이해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는 어휘 표현 전략도 많이 사용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r=0.68, 

p=0.00). 또한 반대로 어휘 표현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가 어휘 이해 전략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 수행 전략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즉 어휘 수행 전략을 많이, 그리고 잘 사용하는 학습자는 전략적 능력과 깊은 관련을 맺

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12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4.01

13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3.96

14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

어로 바꾸어 본다.
3.93

15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

현을 포기한다.
3.86

16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3.70

17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3.62

18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

유어로 바꾸어 본다. 
3.60

19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3.58

20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

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3.53

21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3.33

22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

자어로 바꾸어 본다.
3.23

23
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찾아본다. 
3.05

24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2.98

(*는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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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 능력 또는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의 전략적 능

력은 어휘 이해나 표현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고른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

한 점에 착안하면 어휘 수행 전략은 통합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표현을 위해서는 어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어휘 수

행 전략의 통합적 교육을 지지한다. 가령, 어휘 표현 전략의 하나인 ‘차별적 표현을 비차

별적 표현으로 바꾸기’와 같은 전략 사용을 위해서는 차별적 표현을 맥락을 고려하여 비

판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132)  

                     

132) 이에 대해서는 Ⅳ장 4절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실제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예시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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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

1.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

어휘 수행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

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 목표란 의도적인 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교육  

성과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은 어휘교육의 목

표 중 ‘전략적 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이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지식 및 태도

와 유리되어 논의할 수 없다. 

전략적 능력의 핵심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능력으로 전환해 주는 데 있

다. 주지하듯이 어휘 수행 전략은 어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학습자가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동인은 어휘 및 어휘 능력에 대한 태

도와 매우 밀접하다. 어휘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그냥 넘어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쉽다. 또한 어휘 능력이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학습자는 

적극적인 어휘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어휘 수행의 질을 높이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어휘 및 어휘 사용에 대한 타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을 알고,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 상황에서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식별·분류해 보고, 이를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사용·점검·조정·평가해 보는 경험

을 통해 점진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내면화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내면화’란 의식적

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자동화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동화된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다시금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요구된다.   

한편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도 관련을 맺는다. 신명선(2017: 183)에서는 어휘 능력 중 전략적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을 ‘인지 중심 관점’으로 설명하고, 인지 중심 관점에서의 교육의 방향을 ‘어휘를 통

한 인지적 정교화(상위 인지 능력 포함)와 사고력 증진(상상력, 창의력 등)으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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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그에 따르면,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1차적 목표는 어휘 수행 능력 신장에 있지

만, 궁극적으로는 어휘를 통한 인지 능력의 정교화, 사고력의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 차원의 

목표 

� 어휘를 통해 인지 능력을 정교화하고, 상상력·창의력 등 

사고력을 증진한다. 

⇑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

�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 수행 능력을 신장하며, 이

를 위해 어휘 및 어휘 사용에 대한 타당한 태도를 가진

다.

⇓

미시적 차원의 

목표

�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을 알고 다양한 유형의 어휘 수행 

전략을 안다.

� 어휘 수행 전략을 식별·분류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생활

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점검·조정·평가할 수 있다.  

<표 101>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

2.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 제시 방향을 교육과정 차원, 교과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체적인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로 1) 어휘 수행 전략 

2) 언어 자료 3)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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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휘 수행 전략의 제시 방향

(1) 교육과정 차원

먼저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기존에 제시된 어휘 관련 성취 기준들을 전략적 

능력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보선(20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은 지식 학습 또는 이해 차원에서 활용·표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

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전략적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또는 ‘표현한다’라는 성취 기준의 진술이 ‘전략적으로 사용한다’와 같은 방향

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관련 성취 기준

의 진술을 예로 들어 성취 기준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어휘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국어과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 기준 및 성취 기준 해설의 틀에 맞추어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성취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수정 예시

어휘의 

체계와 양상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

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따른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어휘 이해

와 표현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어의 의미 

관계

[12언매02-03] 단어의 의미 관

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

에 활용한다.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른 다양한 

계열어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어휘 이해와 표현에 전략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02> 학습자의 어휘 전략 능력 신장을 강조한 성취 기준의 수정 예시 

성취 

기준

(1)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

에 대해 알고, 이를 자신의 실제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성취 (1) 어휘 수행 전략이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어휘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거나 

<표 103> 어휘 전략에 대한 명시적 성취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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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휘 전략의 개념과 교육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 

전략을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어휘 전략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2) 교과서 차원

교과서의 경우 학습자들이 어휘 수행 전략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인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교과

서에 제시된 읽기 전략을 분석한 육인경(2018)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 교과서

의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해당 교과서에는 매 단원마다 어휘 이해와 관련된 전략133)을 

제시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육인경(2018)에서는 이를 ‘어휘 학습 내용’이라 소개하고 있

는데, 해당 전략들은 본고에서 논의한 어휘 의미 추론 전략의 사례들로서 어휘 이해 전

략으로 볼 수 있다.134)

133) 해당 교과서에서는 ‘skill’이라는 이름으로 어휘 이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skill’이 능

숙한 수행을 위한 습득된 능력(ability)이라면, ‘strategy’는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식

적으로 적용하는 체계적인 계획이다(Northwest Area Education Agency, 번역은 연구

자).    

134) <표 104>에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학습을 위한 전략

과 (학습 맥락에서의) 읽기 상황에서 어휘 의미의 이해를 위한 전략이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전략을 ‘어휘 학습 전략’으로 제시하느냐, ‘어휘 이해 전략’으

기준 

해설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어휘를 무

의식적으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계획적이고, 인지적으

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먼저 어휘 이해 전략

은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

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들이 대표적인 어휘 이해 전략이다. 유

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어휘 표현을 수정하거나, 고유어 또는 한자어

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어휘 표현을 결정하는 전략들이 대표적인 어휘 표

현 전략이다. 어휘 표현 전략은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

휘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실제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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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느냐는 교수·학습 맥락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다.  

단원 전략(skill) 내용

도입 합성어

합성어는 두 개의 더 작은 낱말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합성어의 

두 낱말들은 한 단어로 결합되거나, 분리되거나 또는 하이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합성어를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highland라는 

것은 합성어이다. high + land = highland

“높은, 위에 있는” + “땅” = “다른 지역들보다 위에 있는 지역”

1 대문자화

낱말을 대문자화하는 것이 해당 낱말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는 것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컨대, Earth가 대문자로 시작될 때에는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소문자로 시작할 때는 땅을 의미한다. 

2
의미 

추론하기

문장에서 친숙하지 않은 낱말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이 과정을 

사용해라. 

1) 해당 낱말의 전과 후를 읽음으로써 단서 모으기

2)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결 짓기

3) 낱말의 의미를 예측하기

이 문장에 시험해 보기: 정착자들은 tobacco를 성공적인 cash 

crop으로 길렀다

3 동의어

동의어는 다른 단어로 동일하거나 거의 똑같은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 동의어를 찾아보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다. 만약 단어의 동의어가 당신에게 친숙한 단어라

면 그들은 새로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 

4 접두사

접두사는 단어의 시작부분에 붙여진 형태소이다. 이것은 의미를 

변화시키거나 다른 단어를 만든다. 친숙하지 않은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단어의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접두사 re는 ‘다시’나 ‘돌아가다’를 의미한다.

5 접미사

접미사는 단어의 끝에 붙는 형태소이다. 이것은 의미를 변화시키

거나 또 다른 낱말을 만든다. 접미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아는 것은 친숙하지 않은 낱말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다. 때때로 접미사는 다중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

어 접미사-ion은 “act of”를 뜻하고 또한 “result of”를 의미한

<표 104> 스콧(Scott) 사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단원별 어휘 학습 내용

(육인경, 2018: 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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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과가 아닌 내용 교과에서 이러한 어휘 전략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은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전략에 대한 명시

적 제시뿐 아니라 언어 자료와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어휘 전략을 실제로 사용해 

보고, 자신의 전략 사용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어휘 수행 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은 4절에서 제시하였다. 

2.2.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의 구성 

어휘 수행 전략이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수행 전략만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행 전략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학습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위를 위해 본고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어휘 수행 전략, 언어 자료, 교수·학습 활동으로 

대별하였다. 

(1) 어휘 수행 전략

어휘 수행 전략 교육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그 자체가 핵심 교육 내용이 된다. 그런데 

모든 어휘 수행 전략을 교수·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

하는 자리에서는 교수·학습할 어휘 수행 전략을 ‘선택’하는 문제가 필연적이다. 여기에

는 교육적으로 타당한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어휘 능력 신장에 효과가 큰 어휘 수행 전략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Ⅲ장에서 도출한 어휘 능력과의 상관계수가 높은 어휘 수행 전략들을 다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전략들은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다.

6 반의어

이 문단은 성장하는 미국 속에서의 변화를 비교하고 대조한다. 

필자가 두 개의 물건을 대조할 때, 그들은 자주 반의어를 사용한

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의미상 반대쪽에 있다. 아래에 있는 차

트는 문단에서 몇 개의 반의어들을 보여준다. 

7
맥락 단서 

활용하기 

때때로 당신은 친숙하지 않은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텍스

트로부터 단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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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훨씬 더 빈번히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들이므로 어휘 수행 전략 능력 또는 어휘 

능력이 높지 않은 학습자에게 해당 어휘 수행 전략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순

위
어휘 이해 전략 

상관

계수
어휘 표현 전략

상관

계수

1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38**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

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

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0.30**

2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

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

미를 추론한다. 

0.37**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

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0.29**

3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

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0.33**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

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

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0.27**

4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한다.
0.29**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

여 표현한다.
0.22**

5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

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

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0.26**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

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

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0.21**

6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

된 문장을 찾아본다.
0.25**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

여 표현한다.
0.20**

7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

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0.24**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

하여 표현한다.
0.19**

8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

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0.23**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0.18**

9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한다.
0.20**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

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0.17*

10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

적 의미를 찾아본다.
0.18**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

우 풀어서 표현한다.
0.17*

11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

를 찾아본다.
0.15*

1. 상하위어의 의미 차이를 고

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

다.

0.15*

(*: p<0.05, **: p<0.01)

<표 105> 개별 어휘 수행 전략별 상관계수_상관계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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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전략들의 사용 빈도와 관련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전략들은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전략이며, 그동안의 국어교육을 통해 그 개념이나 실제 사례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135) 따라서 <표 106>과 같이 학습자들의 사용 빈

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어휘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전략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대상 학습자의 특성이나 학교급에 따라 선택되는 어휘 수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Ⅲ장 5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에 따른 학

습자 집단은 선호하는 어휘 수행 전략과 사용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기에 앞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

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어휘 수행 전략을 선별할 수 있다. 또한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

135) Ⅲ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상관계수가 높은 전략들과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응

답한 전략은 상이하였다. 

순

위
어휘 이해 전략

상관

계수

순위

사용 

빈도 

순위

어휘 표현 전략 

상관

계수 

순위

사용 

빈도 

순위

1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4 14

8. 한자어의 표현 효과

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

한/표현한 고유어를 한

자어로 바꾸어 본다.

1 16

2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

다.

6 11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

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

어 본다. 

9 20

3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11 15

15. 글의 문체(구어/문

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2 15

4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

다.

9 10

7. 고유어의 표현 효과

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

한/표현한 한자어를 고

유어로 바꾸어 본다. 

5 17

5 - - -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8 18

<표 106> 상관계수와 사용 빈도 순위의 차이가 큰 어휘 수행 전략_차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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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특성의 

학습자에게는 어휘 표현 전략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동일한 어휘 수

행 전략을 교수·학습하더라도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어휘 수행 교육의 위계를 달리 설

정할 수 있다.136)    

셋째, 국어과의 타 영역과의 통합 교육을 염두에 두고 어휘 수행 전략을 선택할 수 있

다.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들은 어휘 수행 전략과 통합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어휘 수행 전략을 설명하면서 일부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급

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36) 학교급별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위계화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영역 성취 기준 관련 어휘 수행 전략

듣기·

말하기 

[10국0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표현]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

어를 표현한다. 

[표현]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

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

가하며 읽는다.

[이해]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이해]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이해]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

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쓰기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표현]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

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

의어로 바꾸어 본다.

[표현]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

여 표현한다.

…

(계열 관계를 활용한 표현 전략)

화법과 [12화작02-01] 대화 방식에 영향을 [표현]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

<표 107> 어휘 수행 전략과 통합할 수 있는 국어과 성취 기준(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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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

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

다.

어를 표현한다.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

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

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2-08]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상황에 맞게 효

과적으로 한다.

[12화작03-07] 작문 맥락을 고려하

여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쓴

다.

[12화작03-08]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

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표현]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

어를 표현한다. 

[표현]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

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

의어로 바꾸어 본다.

[표현]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

여 표현한다.

…

(계열 관계를 활용한 표현 전략)

[12화작02-06]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표현]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

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독서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

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

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

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을 비판하며 읽는다.

[이해]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이해]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이해]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

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언어와 

매체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

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

성을 탐구한다.

[이해]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

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이해]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

한다.

(다양한 계열 관계를 이용한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

[표현]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

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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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0국0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와 같은 성

취 기준은 ‘사회 관계를 고려한 단어 표현’과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한 단어 표현’

과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해당 성취 기준을 구현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 성

취 기준을 대화의 격률과 관련 지어 제시할 뿐, 구체적인 어휘 표현의 문제에는 초점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언어 예절을 어휘적 표현의 차원에서 

접근한 교과서 활동도 살펴볼 수 있었다. 

137) <문학>의 경우 고등학교급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어휘 수행 전략

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학교급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

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

료를 생산한다.

[표현]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

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표현]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

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문학

[9국05-02]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

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

산한다.137)

[이해]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이해]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

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

한다.

[표현]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

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3. 다음 상황에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나.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습니다. 이만 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날개: 화자는 자기와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나이,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과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고쳐 본다. 

<표 108> 언어 예절과 관련된 교과서 학습 활동 일부(비상, 박영민 외, 201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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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8>에서는 ‘생일, 수고하다’ 등의 어휘적 표현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 

109>에서는 청자를 고려한 신조어 사용의 적절성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

동들은 해당 성취 기준이 어휘 수행 전략과 관련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넘어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의 세밀한 단어 표현에 대한 고려 등

이 전략의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언어 자료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언어 자료는 어휘와 텍스트(text)

이다. 

먼저 어휘와 관련하여 어휘 수행 전략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어휘 또는 어휘군이 선정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어휘 수행 전략들은 특정 어휘(군)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전

략에 따른 어휘(군)의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제시해야 한다. 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조사 시 사용한 4, 5등급 어휘의 경우 어휘 능력이 높은 학

습자(상 집단)에게는 다소 쉬운 수준이었으며,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하 집단)에게는 

꽤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도 3학년 학습자에게는 쉬웠으나, 1, 2학년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 집단에 국한된 

특성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어휘 수행 전략을 교육하는 교사는 사전에 어휘 능력 평가

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어휘 수행 전략 교육과 관

련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에게 어휘교육 전문가로서

나. 

주원: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왜 힘들지?

주원: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네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느니, 취향이 안습

이라느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고요.

선생님: (어리둥절하며) 응? 무슨 말이니? 

(1) ‘나’에서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 

<표 109> 언어 예절과 관련된 교과서 학습 활동 일부(천재교육, 박영목 외, 20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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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이 요청되는 의사소통적 문제 상황을 담고 있는 실제

적(authentic) 텍스트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텍스트란 문·구어 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제적인 텍스트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실존’하는 

텍스트라는 의미이다.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실제성에 대해 논의한 우형식(2011: 

290-291)에 따르면, 실제적인 텍스트란 원어민 화자가 원어민 화자를 위해 쓴 것으로, 

언어적으로나 내용에서 편집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확대되지 않은 텍스트이다. 이러한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목표 언어의 참된 담화(true discourse)의 특징을 보여 주며, 다양

한 형태의 어휘와 문법 등이 실제 사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존하는 다양한 

국어 텍스트 자료들은 그 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실제적’인 자료가 된

다.      

둘째는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맥락과 언어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기준은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다. 만약 실존하는 텍스트만이 실제적인 텍

스트라면, 교과서나 교수·학습 시 제공되는 수많은 텍스트들이 실제성의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한다. 교과서 등에서 ‘실존’하지 않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실존하는 텍스트가 너무 어렵거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우 적절한 선에서 텍스트에 대한 단순화 또는 가공이 가해지게 된다. 둘째는 실존하는 

텍스트가 없는 경우이다. 교육 목표와 텍스트 제공의 목적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한 

텍스트가 없는 교과서 개발자나 교사는 가공의 텍스트를 만들게 된다. 특히 구어 자료의 

경우 구어의 특성으로 인해 보존되어 있는 텍스트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가공의 텍스

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가공된 텍스트의 경우에도 텍스트의 실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때 텍스트의 실제성은 텍스트가 담고 있는 맥락과 언어가 실제와 얼

마나 ‘닮아’ 있느냐이다. 이는 마치 의자에 대한 이데아(idea)로부터 현실 세계의 의자를 

견주어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 경우 텍스트의 실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도’

의 문제가 된다(Richards et al., 1992: 27, 우형식, 2011: 289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언어 자료는 실제적인 텍스트라 보기 어

렵다.

(36) 학습 활동 텍스트 예시(좋은책 신사고, 민현식 외: 2017: 176)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께서 부엌에서 혼자 배추를 (저리고, 절이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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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시험 기간이니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만, 아들(로서, 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를 도와드렸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시험공부

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쳤다). 얼마나 놀랐

(던지, 든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해당 텍스트는 한글 맞춤법을 학습하기 위해 제공된 텍스트이다. 우선 실존하는 텍스

트가 아니며, 실제적인 맥락을 담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실제적이지 못한 텍스트를 박

정진(2016)에서는 ‘가식적 텍스트’라고 하였는데, 가식적 텍스트는 학습자로 하여금 내

가 배우는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학습과 삶은 별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준다. 

어휘 수행 전략의 교육의 1차적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언

어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제공되는 텍스트의 

실제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3) 교수·학습 활동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메타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그치지 않

고, 어휘 수행 전략을 실제로 식별해 보고, 분류해 보며, 사용해 보고, 평가해(Dörnyei, 

1995) 볼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활동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Ⅱ

장 1절에서 논의한 바 있고, 이어지는 4.2.절에서 논의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부연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수행 전략 언어 자료 교수·학습 활동

� 어휘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휘 수행 전략

�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어휘 

수행 전략

� 통합 교육을 위한 어휘 수행 

전략

� 적절한 어휘 

및 어휘군

� 실제적인 텍스

트

� 어휘 수행 전략을 실제

로 식별, 분류, 사용, 평

가해 볼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

<표 110>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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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방법

여기서는 의사소통 전략의 교육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듀르나이(Dörnyei, 1995)의 

논의를 참고하여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듀르나이

(Dörnyei, 1995: 63-64)에서는 전략을 교육하는 과정을 다음의 6가지 절차로 설명하

였다.

(37) 의사소통 전략 교육의 절차(Dörnyei, 1995: 63-64, 번역은 연구자)    

1.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전략

의 본질과 의사소통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의사소통 전략들이 

유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여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2. 학습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오류

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어를 조작할(manipulate)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시범 설명이나 듣기 자료, 비디오 등을 통해 특정 의사소통 전략 사용에 

대한 제2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원어민 또는 다른 제2언어 화자

가 사용하는 전략을 식별, 분류 및 평가하도록 한다.   

4. 서로 다른 수준의 문체적 적절성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문화 

간 차이(예를 들어, 일부 언어에서 특정 의사소통 전략은 잘못된 문체로 

보일 수 있음.), 화자의 제1언어와 제2언어에서 특정 의사소통 전략의 빈

도 차이, 특정 의사소통 전략의 언어화의 차이를 강조한다.  

5. 유한한 범위의 표면 구조로 실현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언어화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를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 전략을 직접 가르친다. 

6. 전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전략

은 자동화 단계에 진입해야만 즉시적인 구급 도구(first aid kit)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듀르나이(Dörnyei, 1995)에서는 우선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강조한다. 슈미

트(Schmidt, 1990) 역시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에서 의식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휘 수행 전략의 경우 학습자들이 이미 그러한 수행 전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목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수준 높은 어휘 이해와 표현을 위해 



- 224 -

어휘 수행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제공하여 어휘 수행 전략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

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3번 절차는 전략의 사용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를 통해 학습자들이 전략을 식별하여 이를 유형화해 보게 하고, 전략의 성공 여부를 평

가해 보도로 한다. 한편 4번 절차는 언어 간 의사소통 전략 차이에 대한 것으로 모어 화

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에서 다루어 볼 수는 있겠지만, L2 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6번의 절차는 전략 교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용은 모어 교육과 제

2언어 교육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제2언어 교육에서 전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보다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제2언어 교육

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이 ‘주제 회피’나 ‘시간 확보 전략’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은 이를 방증한다. 물론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 교육에서 상정하는 가장 이

상적인 학습자의 상 역시 전략을 완전히 내면화(internalization)하여 어떠한 의식적인 

사고 없이도 전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전략을 완전히 내면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자는 실재하지 않는다. 전략의 성격에 따라 

내면화 정도가 달라지며,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의 일부는 그 복잡성이 매우 높

기 때문에 고도의 의식적인 주목이 항상 필요하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38)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방법

�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적

절한 상황을 제공하여 어휘 수행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성공적이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

자가 어휘 수행 전략을 식별, 분류, 평가하도록 한다.  

� 어휘 수행 전략을 실제로 사용해 보게 함으로써 어휘 수행 전략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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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실제 

여기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 활동의 예시를 보이기로 한다.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은 어휘 수행의 과정을 따라 구성되는 것이 인지적으로 타당하

다. 따라서 여기서는 Ⅱ장 4절에서 제시한 어휘 수행의 과정을 중심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도록 한다. 각 활동은 고등학교 학습자를 상정하여 구성하였

다. 단, 1차시 50분이라는 수업 시간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지도 교사에 

따라 학습 활동을 취사선택하거나, 차시 구성을 달리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등 유연

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는 어휘 수행 전략들 중 극히 일부만을 다루었기 때문

에 추후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어 

교사는 어휘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실제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4.1. 어휘 이해 전략 교육 활동: 단어 의미 추론하기

(1)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어휘 이해 전략 교육 활동으로는 어휘 이해 전략 중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해당 전략은 어휘 능력과의 상관계수가 0.38(뚜렷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

며, 집단별 사용 차이 역시 매우 컸다(t 값=6.13). 따라서 해당 전략의 교수·학습은 학습

자의 어휘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전략은 어휘 

이해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효과적인 어휘 학습 전략이기

도 하다. 따라서 해당 전략은 특히 어휘 능력이 낮은 학습자에게 강조하여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138)

한자 지식을 활용한 단어의 의미 추론은 단어의 접사와 어근을 활용한 의미 추론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한자 지식을 통한 단어의 의미 추론 전략

138)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민현식(2009)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가 있

어 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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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를 어휘 이해 전략 교육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전략 역시 어휘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집단별 사용 

차이 역시 비교적 컸다(t 값=5.02). 

   

(2)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단계는 크게 ‘도입-전개-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교수·학습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목표

1.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다양한 전략이 있음을 안다.

2.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본다.

3.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본다. 

관련 수행 전략
[이해]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이해]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언어 자료

� 학습자가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

� 국어의 어종별 어휘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 동일한 한자가 포함된 다양한 한자어 자료

�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한자어 자료 

<표 111> 어휘 이해 전략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목표 및 관련 수행 전략 예시 

도입

� 학습자가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단

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다양한 전략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 국어의 어종별 어휘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한자어 이해가 중

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전개

� 학습자가 알고 있는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단어를 제시하여,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 자주 사용되는 한자 접사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단어를 제시하여,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정리
� 단어 의미의 성공적 추론이 글의 의미 파악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표 112> 어휘 이해 전략의 교수·학습 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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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활동 

활동 1은 낯선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다양한 전략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1) 다음 <제시문>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제시문>

①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②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단어에 대해 아래 전략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보자.  

제목: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

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다.

제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

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

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

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

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

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

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영희, 2008, 좋은책 신사고, 민현식 외, 2017: 47에서 발췌, 밑줄은 연구자)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단어의 품사를 통해 추론하기

단어의 어감을 통해 추론하기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추론하기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추론하기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추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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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활동이다.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전략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입 활동에서는 교사가 직접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사고 구술의 형태로 보일 필

요가 있다. 

활동 2는 학습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한자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이다. 

활동 2) 다음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에서 한자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

자.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

① 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보자.

② 한자어를 아는 것이 국어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 

      어종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혼합 

형태)
합계

표제어 111,299 251,478 23,196 54,289 440.362

부표제어 20,672 46,438 165 1,234 68,509

합계 131,971 297,916 23,361 55.523 508,771

백분율 25.9% 58.5% 4.7% 10.9% 100%

활동 3) 다음은 ‘나라 국(國)’ 자가 들어간 다양한 단어들이다. ‘국(國)’의 의미를 생

각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보자. 

국선(國選)

국권(國權)

국부(國富)

국무(國務)

국학(國學)

국고(國庫)

국자(國字)

국말(國末)

국역(國譯)

쉬움                단어의 난이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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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과 4는 한자 지식을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보는 활동이다. 활동 3의 경

우 한자 어근 ‘국(國)’을 공유하고 있는 한자 합성어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학습자의 한자 지식이나 어휘 능력 수준에 따라 제시되는 단어의 예를 달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단어의 난이도에 따라 3개의 어휘군을 제시하였다. 

활동 4는 한자가 접사의 지위로 결합한 단어들이다. ‘-시(視)’는 우리말에서 비교적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구본관 외, 2016: 158). 

이처럼 한자의 어근이나 접사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민현식

(2009)에서는 ‘분해적 인지’로 설명한 바 있다. 분해적 인지와 반대되는 개념은 개별 한

자의 의미를 모르고서도 전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로 이를 ‘집합적 인지’라고 

한다. 이러한 분해적, 집합적 인지의 개념은 한자어뿐 아니라 고유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140)

139) 예시의 일부는 구본관 외(2015)에서 가져옴. 

140) 아래 한자어의 예시는 민현식(2009: 455-456)에서 가져온 것이며, 고유어 예시는 연

구자가 추가한 것임.  

활동 4) 다음은 ‘보다 시(視)’가 접미사로 사용된 다양한 단어들이다. ‘시(視)’의 의미

를 생각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보자. 

단어 단어의 의미

영웅시(英雄視)

확실시(確實視)

중요시(重要視)139)

금기시(禁忌視)

냉안시(冷眼視)

단어 집합적 인지 분해적 인지

늠름(凜凜) 의젓하고 당당함. (속이) 찰 ‘름’

준설(浚渫)

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깊게 할 ‘준’, 파낼 ‘설’ 

<표 113> 단어 의미 인지 방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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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 따라 집합적 인지가 용이한 경우도 있고, 분해적 인지가 용이한 것도 있다.141)

민현식(2009)에서는 전문어일수록 분해적 인지가 단어 의미 이해에 쉽다고 하였다. 사

전에서의 단어 의미 풀이에서도 집합적인 풀이를 한 경우도 있고, 분해적 풀이를 한 경

우도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개별 단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어근이나 접사를 활용한 단어 의미 추론 교육의 효과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

다.142)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에서 한자어가 아닌 ‘한자’ 자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의 목표는 국어 어휘 능력 신장에 있으며, 

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얼마든지 열린 태도로 다룰 수 있다.  전통적

으로 국어교육에서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와 관련하여 고유어 단어를 주로 다루었다.143)

그러나 국어학 연구에서는 한자어 합성이나 파생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민영, 2005; 서형국, 2012; 황화상, 2017 등). 또한 학습자의 단어 형성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한 박혜진(2019: 99-102)에서는 학습자들이 단어를 만들 때, ‘고유어-한

자어-외래어’의 삼원 분류 체계를 가지기보다 ‘우리말(고유어, 한자어)-외래어’의 이원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한자 접사나 어근을 활용한 어휘교육이 현재보다 더 활성

화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141) 예컨대, ‘기립박수’를 ‘열렬히 치는 박수’로, ‘당뇨병’을 ‘뚱뚱해서 걸리는 병’으로 이해하

는 경우 집합적 인지가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해당 단어의 경우 분해적 인지가 단어

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142)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 지식과 한자어 인식 능력이 한자어 형

태소 인식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규범(2019)에 따르면, 한자 지식과 한자어 인

식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r=.343, p<.05), 이 둘과 한자어 형태소 인

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학생들은 한자 지식이나 한자어 인식 능력을 바

탕으로 한자 하나하나를 형태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어 교과서에서 한자어 

형태소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규범(2019)은 조어

력이 뛰어난 한자어를 배제하는 것은 문법 능력이 현실 언어생활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한자어 형태소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43) 고유어 단어에서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어휘교육에 대해서는 구본관(2017) 등의 논의

를 참고할 수 있다. 

풋사과 아직 덜 익은 사과 ‘풋-’ ‘사과’

건널목 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 ‘건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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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휘 표현 전략 교육 활동: 사회적 관계 고려하여 표현하기

(1)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어휘 표현 전략 교육 활동으로는 어휘 수행 전략 중 표현 활동이 강조되는 ‘사회적 관

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해당 전략은 본고

에서 실시한 학습자의 전략 평가 결과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인 전략이다. 한편, 해당 

전략은 유의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섬세한 단어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

으므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전략과 같이 교수·학습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어휘 표현 능력과의 상관계수가 

0.27로 나타나, 어휘 표현 전략 중 세 번째로 상관계수가 높은 전략이었다.     

어휘 표현 전략은 어휘 이해 능력에 비해 어휘 표현 능력이 낮은 학습자 집단을 대상

으로 우선적으로 교수·학습될 필요가 있다. 또한 Ⅲ장에 밝힌 바와 같이 어휘 능력이 낮

은 학습자 집단에서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 

표현 전략의 경우 어휘를 실제적으로 표현해 본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나 이해 어휘를 적

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적극적으로 교수·학습 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목표

1.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단

어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단어 선택 활동을 해 본다. 

관련 수행 전략

[표현]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표현]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

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언어 자료

� 단어와 문장(절)의 표현 차이를 잘 드러내는 자료

� 사회적 관계 고려 실패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 사례

� 사회적 관계 고려가 필요한 의사소통 사례 

� 실제적 맥락에서 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유의어들

<표 114> 어휘 표현 전략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목표 및 관련 수행 전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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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단계는 크게 ‘도입-전개-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교수·학습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교수·학습 활동 

활동 1은 어휘 단어와 통사 단위의 의미 차이를 탐구하면서 어휘 단위의 표현 효과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여러 논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휘 단위와 

통사 구성은 그 차이가 있다(채현식, 2013; 오규환, 2016 등).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144) ‘노잼’은 신조어로서 <우리말샘>에는 ‘재미가 전혀 없음.’으로 등재되어 있다. 

145) ‘핵노잼’는 신조어로서 <우리말샘>에는 ‘몹시 재미가 없음.’으로 등재되어 있다. 

146) ‘집돌이’와 ‘집순이’는 신조어로서 <우리말샘>에는 각각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남자/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다.

도입

� 단어와 구 또는 절 표현의 차이를 인식하여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 사례를 제시한다. 

전개

�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표현에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를 공유한다. 

�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단어 표현을 고민해 본다. 

�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한 단어 표현 활동을 해 본다. 

정리
�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단어 표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어휘 사용의 주체

로서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15> 어휘 표현 전략의 교수·학습 단계 예시

활동 1) 다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문장(절)으로 바꾼 것이다. 둘 

사이의 표현 효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보자. 

단어 

→

절/문장 표현 

노잼144) 재미가 없다. 

핵노잼145) 몹시 재미가 없다. 

집돌이/집순이146) 집에만 있는 남자/집에만 있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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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업이 노잼이에요.’를 비교해 보면, 표현 효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 수업에 대한 속성을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

의 경우 ‘수업=노잼’이라는 대응 관계를 부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

이게도 단어로서 표현하지 않는 전략이 유용한 어휘 표현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일종의 ‘풀어 말하기(paraphrase)’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효과 내지는 표현의 힘을 학습자가 인식하면서, 어휘 

표현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활동 2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표현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제 상황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활동 3은 보다 실제적인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사회

적 관계를 고려한 표현의 중요성과, 그러한 표현의 성공 여부에 어휘 요소가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활동 2)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 상황이다. 마지막 

‘나’의 말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을 상상해 보자. 

� 선생님: 인서야, 왜 이렇게 졸아. 수업이 재미없니? 

� 나: 네, 수업 핵노잼이에요.

활동 3)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표현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해 보자. 

①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를 가져 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②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실패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③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표현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되,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

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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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의 경우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의사소통 상황을 가공하여 

제시하였다. 이 경우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말하기는 ‘나’의 감정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여 말하기이다. 반대로 제3자(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바

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한다. 

147) Ⅱ장에서 제시한 전문가 3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활동 4) 다음 상황에서 ‘나’가 ‘영미’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고민해 보자.147)

①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하기: 

② ‘영미’가 느꼈을 감정에 공함하여 말하기: 

(상황: 영미는 나와 친한 친구이다. 영미가 어제 부모님과 다투고 속상한 마음에 

나에게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하소연한다. 나는 영미의 말에 공감하지만, 

영미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기 때문에 영미의 부모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

스럽다.)

영미: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제는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활동 5) 다음은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활동 4)에서 내가 한 표현과 비교하여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자.  

<보기>

① <보기>의 각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② <보기>의 단어 중 활동 4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보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③ 활동 4에서 내가 생각한 표현과 ②에서 고른 단어의 의미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

속상하다 안타깝다 답답하다 섭섭하다 유감스럽다 

분하다 서운하다 화나다 골나다 뿔나다 괴롭다148)

<예시>

속상하다: 남대문이 화재로 전소되어 속상하다.149)



- 235 -

활동 5는 활동 4와 연계하여 문제 상황에서의 단어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유의어의 표현 효과’와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다. 

4.3.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 

     차별적 표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바꾸어 보기 

(1)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은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을 통합한 교육 활동이다. 여기

서는 맥락 및 장르 활용 전략의 하나인 ‘차별적 표현’과 관련된 어휘 수행 전략 활동을 

제시하였다. 최근 차별적 표현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는 교육적으로도 논의된 바가 많다. 본고에서 실시한 본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해당 전략

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였으며, 전략 평가 문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응답을 요구하지 않

았지만, 일부 피험자들은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라는 전략과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함.’, ‘아주 좋은 내용이라 생각함.’ 등 자신의 생각을 본 조사지에 적기도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성차별 표현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도 하다. 또한 전문가 5는 해당 전략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함. 또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언어적 선택이 중요함.’이라고 하여 차별적 표현

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명선(20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과 어휘 표현은 상하

위어의 표현 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여기서는 ‘차별적 표현’과 관련된 

전략과 더불어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와 관련 어휘 수행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은 그 상관관

계가 매우 높았다(r=0.68, p=0.00). 따라서 어휘 이해 전략과 어휘 표현 전략을 통합적

으로 교수·학습한다면 학습자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리라 기

148) 예시는 차경미(2013)에서 가져옴. 

149) 예문은 정미지(2015: 349)에서 가져옴. 

해 보자. 



- 236 -

대할 수 있다. 

(2)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단계는 크게 ‘도입-전개-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교수·학습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도입
� 실제 자료 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차별적 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전개

�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뉴스 기사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표현을 사용한 

필자의 의도를 맥락과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와 연계하여 차별적 표현의 의도를 구체화하도록 한

다.

� 다양한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본

다. 

정리
�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어휘 사용의 주체로서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17>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의 교수·학습 단계 예시

교수·학습 목표

1.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 속에 담긴 표현 의도를 

추론한다. 

2. 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3.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단어 선택 활동을 해 본다. 

관련 수행 전략

[이해] 맥락을 고려하여 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표현]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표현]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

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언어 자료
�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사례

�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뉴스 기사

<표 116>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목표 및 관련 

수행 전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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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활동 

활동 1은 차별적 표현이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만연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도입 활동이

다. 학습자들이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해당 활동

에서 ‘차별적 표현’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활동 1)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통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해 보

자. 

① 어떠한 언어 표현이 사용되었나?

② 언어 표현이 사용된 상황은 무엇이었나? 

③ 해당 표현이 나에게 차별적 표현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 2) 다음 뉴스 기사를 읽고 밑줄 친 단어의 표현 효과에 대해 토의해 보자. 

<제시문>

6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여성을 치었다는 이른바 '무단횡단 여의사'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무단횡단 여의사'가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자동 

차 보험료가 20% 할증될 거라는 울분도 함께 표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공개된 후 많은 운전자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를 저장해 둔 다른 네티즌이 

게시하기도 하고 여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특정되면서 항의도 이어졌다.

여의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냈고 홈페이지 및 병원 소개글에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 주는 진단서 끊어 주는 곳이냐"라는 등

의 항의성 글들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무단횡단 여의사' 당사자인 B씨가 13일 오전 7시경 동일 커뮤

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후략) 

<한국경제>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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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에 제시한 뉴스 기사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른 표현 효과와 관련하여 대단히 

흥미롭다. 해당 맥락에서 ‘운전자’와 쌍을 이루는 단어는 ‘보행자’이다. 그런데 뉴스 기사

에서는 ‘보행자’ 대신 ‘여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150)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지시어의 변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담은 성차별적 표현은 차별적 표현에서 가장 흔한 범주이다. 무단횡단은 

성별과는 관계가 없으며, 무단횡단을 여성이 더 많이 한다는 통계적 근거가 없음에도 해

당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의도를 내포한다. 이는 ‘운전’과 관련된 주제에서 

여성이 차별적 대상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151) 둘째는 ‘의사’라는 직업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단횡단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그 행위 주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접한 언중들은 무단횡단을 한 주체가 ‘의사’

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박혜경(2009)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표

현이다.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은 대체로 ‘노가다, 전과자, 범죄자, 깡패’ 등 사회적으

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신분에 대한 차별이 주를 이루지만, 이에 못지않게 흔히 ‘전문직’

이라고 불리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도 매우 일상적이다.152) 따라서 해당 표

현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직업이 ‘의사’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놓인 의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있다.

150) 엄밀히 말하면, 뉴스 기사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단횡단 여의사’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

사문을 작성한 기자는 비판적 의식 없이 해당 표현을 재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151)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김여사, 솥뚜껑 운전수’ 등의 차별적 표현이 생성되었다. 

152) 이러한 측면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직종 또는 사회적 신분은 교수, 교사, 명문대생,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기업 경영자(CEO), 재벌, 고위 공무원 등이다. 

① <제시문>에서 ‘의사’라는 표현 대신 ‘여의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토의해 보자. 

② 다음은 <제시문>에서 ‘여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각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달라지는 표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대체 단어 표현 효과

의사

여성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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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함께 

제시하여야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예컨대, 본고에서 제시한 ‘여의사’의 경우, 활동 

2에 제시된 맥락에서는 명백한 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의 맥락에서는 이러

한 차별적인 의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상하위어의 경우 탈맥락적으로 상하위-하위어 등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표현 

효과는 맥락을 전제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선(2010)에서는 상하 관

계를 포함한 어휘 의미 관계에 관한 교육이 구체적인 텍스트로 확장되어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교수·학습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어휘 표현의 효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활동 3은 상위어를 활용하여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단순히 단어를 제시하여 이들을 바꾸어 보는 활

동 대신에 해당 단어들이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을 학습자가 탐색하도록 한다. 구체

적인 맥락이 주어지면 차별적 표현의 대체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라질 수 있

다. 

153) 예시는 제민경 외(2016)에서 가져옴. 

활동 3) <보기>의 단어가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고, 이들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153)  

<보기>

여경(女警)

→
출가외인

처녀작

집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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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의 하위에 ‘전략적 능력’을 이론적으로 도

식화하여, 학습자의 어휘 수행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집단별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양상

을 살펴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는 토대로 사용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어휘교육에서 어휘 전략의 교육적 위상을 살펴보는 한편 어휘 전략

의 교육적 가치를 1) 어휘교육의 실제성 담보 2) 학습자 중심의 어휘교육 실천으로 논의

하였다. 다음으로 ‘전략적 능력’을 포함한 어휘 능력 모형을 어휘교육의 목표로서 제시

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어휘 능력 모형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략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전략이 의사소통 이론, 

국어과의 하위 영역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는지 논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

하는 주요 개념인 ‘어휘 전략, 어휘 학습 전략, 어휘 수행 전략, 어휘 이해 전략, 어휘 표

현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 

� 어휘 지식

� 백과사전적 지식

� 이해 전략

� 표현 전략

�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어휘 사용 맥락

어휘 전략
어휘를 새롭게 학습하거나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강화하거

나,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

{
어휘 학습 전략

처음 보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

과 어휘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어휘 수행 전략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보다 잘 이해하거나 표현

하기 위한 전략. 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서 목표 지향적 문

제 해결 과정인 동시에 맥락 중심의 언어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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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언어 외적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략과 회피 전략’, ‘개

인적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 ‘인지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수행의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과 ‘어휘 이해와 표현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어휘 수행 전략을 언어 내적 기준에 따라 ‘맥락 이용 전략, 어휘적 전략, 문

법적 전략, 참조 전략’으로 나누어 상세히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고등학교 1~3학년 학습자 246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어휘 

전략 사용 정도를 각각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의 논

의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언어 외적 분류 언어 내적 분류

어휘 

수행 

전략

적극적 

전략

인지 

전략

개인적 전략

맥락 이용 전략

어휘적 

전략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

(대체 표현 고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문법적 

전략

단어의 어형 고려

(단어의 문형 고려)

참조 전략
내재적 언어 자원 참조 

외재적 언어 자원 참조 

사회 

관계 

전략

관계 활용 

전략

(관계 고려 

전략)

상위 인지 전략

회피 전략

      {
어휘 이해 전략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의사소통상황에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

하는 전략

어휘 표현 전략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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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전략 사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

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학습자의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성립

하였는데, 어휘 표현 능력보다는 어휘 이해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이 더 많았다. 다음으

로 어휘 능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어휘 수행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

견되었다. 이는 달리 말해 어휘 수행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일수록 어휘 능력이 

높은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또한 어휘 이해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는 어휘 

표현 전략도 많이 사용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이는 어휘 전략적 능력이 발달한 학습자

는 인지 능력 또는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의 전략적 

능력은 어휘 이해나 표현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고른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한다. 

어휘 이해 능력 

평가 문항

사전적 정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다.  

①관찰하다 ②생각하다 √③통찰하다 ④투사하다 ⑤파악하다

(총 30문항)

어휘 표현 능력 

평가 문항

제시된 단어로 적절한 문장을 만드세요.

누그러뜨리다: 

(총 14문항, 전문가 3인이 각 문항을 0~4점으로 평정)

어휘 이해 전략 

평가 문항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긍휼히 여기다’의 ‘긍휼히’는 부사이며,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

낸다. (7점 리커트 척도, 총 17문항)

어휘 표현 전략 

평가 문항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

위어로 바꾸어 본다.

예: ‘그는 돈을 받지 못했다.’를 ‘그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로 바

꾼다. (7점 리커트 척도, 총 24문항) 

구분
상관

계수

유의 

확률
상관계수의 해석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 0.57 0.00 뚜렷한 상관관계

어휘 이해 전략 사용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0.68 0.00 뚜렷한 상관관계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이해 전략 사용 0.37 0.00 뚜렷한 상관관계

어휘 표현 능력과 어휘 표현 전략 사용 0.27 0.00 약한 상관관계

어휘 능력과 어휘 수행 전략 사용 0.46 0.00 뚜렷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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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전략별로 상관계수가 높은 전략들을 도출하고, 어휘 능력에 따른 학습자 집단

을 구분하여 집단별 사용 차이가 큰 전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피 전략

에 대해서는 어휘 능력과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어휘 능력과 정적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전략은 어휘 이해의 경우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이었으며, 표현의 경우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전략이었다. 또한 맥락을 

고려한 어휘 의미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도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Ⅲ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학습자 유형에 따

른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와 둘째,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설계하였다. 먼저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거시적 차원의 

목표 

� 어휘를 통해 인지 능력을 정교화하고, 상상력·창의력 등 사

고력을 증진한다. 

⇑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목표

�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 수행 능력을 신장하며, 이를 

위해 어휘 및 어휘 사용에 대한 타당한 태도를 가진다.

⇓

미시적 차원의 

목표

� 어휘 수행 전략의 개념을 알고 다양한 유형의 어휘 수행 

전략을 안다.

� 어휘 수행 전략을 식별·분류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생활에

서 효과적으로 사용·점검·조정·평가할 수 있다.   

2절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제시 방향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를 ‘어휘 수행 전략, 언어 자료, 교수·학

습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휘 수행 전략 언어 자료 교수·학습 활동

� 어휘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휘 수행 전략

�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어휘 

수행 전략

� 적절한 어휘 

및 어휘군

� 실제적인 텍스

트

� 어휘 수행 전략을 실제

로 식별, 분류, 사용, 평

가해 볼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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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인식, 어휘 수행 전략 사용 사례에 대한 식별과 분

류, 평가, 어휘 수행 전략 사용 경험을 통한 내면화’ 등을 중심으로 어휘 수행 전략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 교육 활동의 실제에 대한 사례를 1) 어휘 이해 전략 교육 활동 2) 

어휘 표현 전략 교육 활동 3)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휘 

이해 

전략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목표

1.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다양한 전략이 있음을 안다.

2.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본다.

3.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 본다. 

관련 

수행 

전략

[이해]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이해]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언어 

자료

� 학습자가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

� 국어의 어종별 어휘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 동일한 한자가 포함된 다양한 한자어 자료

�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한자어 자료 

어휘 

표현 

전략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목표

1.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단어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단어 선택 활동을 해 본다. 

관련 

수행 

전략

[표현]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표현]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

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언어 

자료

� 단어와 문장(절)의 표현 차이를 잘 드러내는 자료

� 사회적 관계 고려 실패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 사례

� 사회적 관계 고려가 필요한 의사소통 사례 

� 실제적 맥락에서 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유의어들

통합적 

어휘 

수행 

전략 

교수·

학습 

목표

1.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 속에 담긴 표현 의도를 

추론한다. 

2. 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3.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단어 선택 활동을 해 본다. 

관련 [이해] 맥락을 고려하여 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 통합 교육을 위한 어휘 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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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국어 어휘교육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어휘 수행 전략을 

개념화하고,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

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향후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이 어휘교육 내용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학습자들의 어휘 이해와 표현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고는 학습자들의 자가 응답을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을 분석한 양

적 연구로서, 학습자들의 실제 수행 현장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추후 학습자들이 어휘

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활동을 연구하여, 학습자의 전략 사용 유형을 체

계화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 제시한 다양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본고에서는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현장 연구

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교육했을 때,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어휘 수행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본고에서는 최대한 많은 어휘 수행 전략을 포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어휘 수행 전략

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모든 어휘 수행 전략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어휘 수

행 전략은 수행의 맥락이나 장르, 그리고 목표 단어의 성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논의를 통해 연구자가 기대하는 바는 일견 소박하고도 일견 원대하다. 첫째는 현장

교육 

내용

수행 

전략

[표현]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표현]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언어 

자료

�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사례

�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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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계에서 통용되는 어휘교육관의 변화이다. 어휘교육론의 학적인 성립과 교육적 의

의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논의가 조금이나마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둘째는 학습자들이 국어 교과 시간을 통해 실제적인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수행 전략을 내면화하기를 바란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신장

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어교

육학 연구가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이라는 테제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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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Cha, Kyung-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oo, Bon-kwan

Is vocabulary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automatic for native speakers? Or 

is it deliberate and intentional? The researches on vocabulary education for 

native speakers have develop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ut little has 

been said about the strategic vocabulary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the 

native speakers. The reason for this is, firstly, that the thinking process that 

understands and expresses the vocabulary is so natural and automatic to the 

native speakers it does not need to be educated. Second, There is perception, 

which is because learners do not understand and express vocabulary well 

because they simply have a small amount of vocabulary. At the same time, the 

voices of school teachers and researchers reporting a drop in the vocabulary of 

learners have continued.

Therefore, in the present situation, we need to escape from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the deterioration of learners' lexical competence is simply 

because they have little knowledge of vocabulary or because they lack the 

absolute time to learn vocabulary. So where are the main reaso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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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down of learners' lexical competence?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learners lacked the experience to strategically understand or express vocabulary 

in a practical context. If  learners has enough of this experience, even if they 

knows a small number of words, they can understand and express them 

appropriately. This view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ual lexical 

performance rather than the amount of vocabulary knowledge.

On the other hand, a goal-oriented cognitive process that connects the 

learner's knowledge with actual performance can be conceptualized as a 

‘strategy’. In the meantime, the discussion of strategy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grammar education, there is little 

discussion on strategy, and in particular, there is little theoretical or practical 

discussion about lexical strategies. In this context, our vocabulary education still 

focuses on learning meta-knowledge about vocabulary. As a result, the texts 

presented in the textbooks are inconsistent with the specific problem situations 

faced by the learner in real lif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map strategic competencies as sub-components of lexical competencies and to 

design lexical strategies education that can enhance the lexical competence of 

learners.

To this end, I first examined the educational status of lexical strategies in 

vocabulary education, and discussed the educational values of lexical strategies 

as 'securing authenticity of vocabulary education' and 'learners-centered 

vocabulary education'. In addition, the lexical competence model, including 

'strategic competence', was presented as the goal of vocabulary education. 

According to this, the goal of vocabulary education is to firstly expand lexical 

knowledge and encyclopedic knowledge, and secondly, develop understanding 

and expressive strategic competence, and third, develop attitudes about 

vocabulary use and lexical competence. And the concrete examples of how 

knowledge, strategic competence, and attitude interact for successful vocabulary 

performance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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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the concept of strategy and the concept of strategy was used in the 

communication theory and sub-domai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Next, the concept of the lexical performance 

strategy was conceptualized 1) as a conscious cognitive process 2) as a 

goal-oriented problem solving process 3) as well as a context-oriented language 

performance process 4) as a strategy for better understanding or expression of 

vocabulary in actual communication situations.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1) A lexical comprehension strategy used to infer 

unfamiliar vocabulary meanings in communication situations such as listening or 

reading, o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vocabulary more clearly. 2) lexical 

expression strategies used to communicate vocabulary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in communication situations such as speaking or writing. Afterwards, 

these strategies were classified into active and avoidance strategies,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based on non-linguistic criteria. Next, the process of lexical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problem solving process and vocabulary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process. Finally, the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were discussed in detail by dividing them into contextual strategies, 

vocabulary strategies, grammatical strategies, and reference strategies 

according to linguistic criteria.

Next, I analyzed the lexical competence and the degree of use of lexical  

strategies by 246 learners in the first and third grades of high school. To this 

end, I developed a tool for evaluating vocabulary competence and using lexical 

strategies. Based on the surveyed data, Pearson's momentum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learner's lexical 

competence and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First, there was a clear 

correlation (r = 0.57, p = 0.00) between lexical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competence, and there was also a 'clear correlation (r = 0.68, p = 0.00) between 

use of lexical comprehension strategies and expression strategies. Next, a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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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r = 0.37, p = 0.00)' was established between the lexical 

comprehension competence and the use of the lexical comprehension strategies, 

and a 'weak correlation (r = 0.27, p = 0.00) between the lexical expression 

competence and the use of lexical expression strategies. In addition, there was a 

clear correlation (r = 0.46, p = 0.00) between the overall lexical competence and 

the use of lexical strategies. This shows that there is some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and lexical competence.

In addition, strategies with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derived for each 

strategy, and the learner group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xical 

competence, and the strategies with large differences in use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s a resul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exical competence 

in avoidance strategies. Also, the strategy with the highest lexical 

comprehension competence and the static correlation coefficient was the 

strategy of inferring the meaning of words through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word for. And  the strategy with the highest lexical expression  

competence and the static correlation coefficient was the strategy of considering 

the expression effect of Sino-Korean word. In addition, the vocabulary meaning 

comprehension strategy and expression strategy considering context also 

showed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 

Chapter III, as implications for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first, the 

design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by learner type and the 

second, the integrated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were presented.

In chapter Ⅳ, the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was designed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First, the goals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were divided into macroscopic and microscopic dimensions. The goal 

of education is to increase lexical performance competence. As a micro goal, 

students will be able to know the concept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and 

know various types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and identify and classify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and use, examine, adjust and evaluat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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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lexical performance competence is related to the refinement of cognitive 

competence through vocabulary and to the enhancement of ability to think such 

as imagination and creativity. Afterwards, the direction of presenting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was discussed in the curriculum and textbook 

level. And the components of the contents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were divided into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language material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addition, I discussed how to educate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focusing on 'recognition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identification,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use cases, and internalization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through experience using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Lastly, examples of 

the actual educational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lexical comprehension 

strategies training activities, lexical expression strategies training activities, and 

integrated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training activities'.

This study has a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conceptualizes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that have been hardly covered i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research and correlates the use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lexical competence of learners. It is hoped that future studie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education will be activated.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lexical 

competence, lexical comprehension competence, lexical 

expression competence, lexical strategies, lexical performance 

strategies, lexical comprehension strategies, lexical expression

strategies, lexical competence assessment tool, correlation  

* Student number: 2014-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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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 조사 설문 조사지

⋅ 학년: 고등학교 (    )학년     이름:                 학습자 분류 번호:   

Ⅰ. 어휘 능력 평가지

※ 제시된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세요(V표). 

1. 사전적 정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다.  

①관찰하다  ②생각하다  ③통찰하다  ④투사하다  ⑤파악하다 

2. 사전적 정의: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①간과하다  ②무관심하다  ③무시하다  ④속단하다  ⑤홀대하다

3. 사전적 정의: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다. 

①강화하다  ②보강하다  ③추가하다  ④투입하다  ⑤포괄하다

학습자 설문 조사지

안녕하세요?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지는 ‘어휘 능

력 향상을 위한 국어 어휘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학생 여러분의 어휘 능력과 그

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은 Ⅰ. 어휘 능력 평가, 

Ⅱ-1. 어휘 이해 전략 평가, Ⅱ-2. 어휘 표현 전략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

문의 내용이나 예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

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준다면, 국어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사전적 정의: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다.

√①적나라하다 ②사위스럽다 ③생생하다 ④고상하다 ⑤꺼림칙하다

각 문항에 응답하세요. 모르는 문항은 추측하지 말고 빈칸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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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적 정의: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친 전부 또는 전체. 

①총괄  ②총체  ③층위  ④통칭  ⑤통합

5. 사전적 정의: 알아서 깨닫다. 

①숙고하다  ②숙지하다  ③유념하다  ④지각하다  ⑤회고하다 

6. 사전적 정의: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①가변적  ②방관적  ③임시적  ④임의적  ⑤효율적

7. 사전적 정의: 실제로 증명하다. 

①검증하다  ②고증하다  ③보증하다  ④실증하다  ⑤확증하다

8. 사전적 정의: 꿰뚫어서 통하다. 

①개통하다  ②관통하다  ③교통하다  ④상통하다  ⑤통과하다

9. 사전적 정의: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 

①견인하다  ②도입하다  ③도출하다  ④창출하다  ⑤추출하다 

10. 사전적 정의: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함. 

①반응  ②부응  ③수용  ④적응  ⑤충족

11. 사전적 정의: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①거듭나다  ②재개하다  ③착수하다  ④출발하다  ⑤태어나다

12. 사전적 정의: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①보충  ②충실  ③확대  ④확장  ⑤확충

13. 사전적 정의: 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①가치  ②의의  ③함의  ④화제  ⑤주제

14. 사전적 정의: 의견이나 생각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생각. 

①결론  ②결언  ③소재  ④제시  ⑤제언

15. 사전적 정의: 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 

①객체  ②몸체  ③물체  ④주체  ⑤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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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전적 정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 

①구실  ②봉사  ③부채  ④성실  ⑤실속

17. 사전적 정의: 어떤 일이나 부문에 대하여 그것과 관계되는 전체에 걸친 것. 

①일반적  ②전국적  ③전문적  ④전반적  ⑤통합적

18. 사전적 정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음.  

①내재  ②비밀  ③잠재  ④잠정  ⑤현재

19. 사전적 정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①각인하다  ②숙고하다  ③숙지하다  ④인정하다  ⑤인지하다

20. 사전적 정의: 물체의 뒤쪽 면. 

①부면  ②양면  ③이면  ④전면  ⑤표면

21. 사전적 정의: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①겉치레  ②겉멋  ③외관  ④장식  ⑤체면치레

22. 사전적 정의: 일이나 차림새가 간편하다. 

①단순하다  ②단정하다  ③단출하다  ④편리하다  ⑤초라하다

23. 사전적 정의: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

①기능성  ②복합성  ③유기성  ④인접성  ⑤지속성

24. 사전적 정의: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①계급  ②관계  ③권위  ④위상  ⑤자리

25. 사전적 정의: 심혈을 기울이거나 쏟는 점. 

①논점  ②역설  ③역점  ④주장  ⑤지점

26. 사전적 정의: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아주 쌀쌀맞다. 

①당차다  ②대차다  ③매몰차다  ④줄기차다  ⑤차디차다

27. 사전적 정의: 어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 

①기저  ②기초  ③심층  ④지층  ⑤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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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전적 정의: 몸의 근육과 뼈마디. 

①골격  ②관절  ③삭신  ④신체  ⑤육신

29. 사전적 정의: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①사태  ②실태  ③양태  ④행태  ⑤형태

30. 사전적 정의: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게 되다. 

①돌출되다  ②배제되다  ③상충되다  ④상통되다  ⑤제외되다 

※ 제시된 단어로 적절한 문장을 만드세요. 

1. 누그러뜨리다:                                                                

                 

2. 현저하다:                                                                    

                         

                                                                               

3. 패러다임:                                                                    

                         

‘적절한 문장’이란 여러분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단어는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부인하다 -> ‘범인이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댔다.’). 그러나 아예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예: 변별하다 -> 이 문제는 변별력이 높다.) *‘변별하다’

와 ‘변별력’은 관련이 있긴 하나, 사전에 각각 올라가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 문장은 문항당 각각 1문장씩만 만들면 됩니다.

예시) * ‘가정하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듦.

적절한 문장: 만약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 ‘가정하다’가 적절한 문맥에서, 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됨. 

부적절한 문장: 철수는 가정했다. 

-> 단순히 문장만 만든 것으로,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음. 또

한 ‘가정하다’의 ‘목적어’가 없어 올바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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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거:                                                                        

                         

5. 조명하다:                                                                    

                        

6. 조망하다:                                                                    

                        

7. 전이:                                                                        

                        

8. 잠정적:                                                                      

                        

9. 유리되다:                                                                    

                       

10. 서슴없이:                                                                  

                         

11. 운용하다:                                                                  

                         

12. 상응하다:                                                                  

                         

13. 변인:                                                                      

                         

14.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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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휘 전략 설문지                                                       

                                                                       

1. 어휘 이해 전략

* 다음은 읽기나 듣기와 같은 ‘이해’ 상황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혹은 대략적인 의미는 알지만 단어의 

의미를 더 심화하여 알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사용은 수업 시간으

로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솔직히 응답하면 

됩니다. 전략의 내용을 잘 읽고 내가 사용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모든 문항에 빠짐

없이 응답하세요. 

번

호
어휘 이해 전략과 예시

사용 정도

7. 항상 사

용하다.

↕

전혀 사용하

지 않는다. 

1

단어의 품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긍휼히 여기다’의 ‘긍휼히’는 부사이며, ‘어떻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1 2 3 4 5 

6 7 

2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풋과일’은 ‘풋-’이 있으므로 ‘덜 익은 과일’ 정도의 뜻일 

것이다. 

예: ‘대팻밥’은 ‘대패’와 ‘밥’이 합쳐진 단어로 대패질을 할 때 

나오는 톱밥을 뜻할 것이다.  

1 2 3 4 5 

6 7 

3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강권하다’는 ‘강(強)하게 권(勸)하다’라는 뜻일 것이다. 

1 2 3 4 5 

6 7 

4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표표히’는 어감상 ‘펄럭펄럭하게’라는 뜻일 것이다. 

1 2 3 4 5 

6 7 

5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관광호텔’은 ‘호텔’의 일종일 것이다. 

1 2 3 4 5 

6 7 

6 사전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1 2 3 4 5 

6 7 

7 사전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찾아본다.
1 2 3 4 5 

6 7 

8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1 2 3 4 5 

6 7 

9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예: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옷’의 유의어: 의복01(衣服)ㆍ의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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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 표현 전략

* 다음은 말하기나 쓰기 같은 ‘표현’ 상황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단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전략 사용은 수업 

시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솔직히 

응답하면 됩니다. 전략의 내용을 잘 읽고 내가 사용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세요. 

전02(衣纏).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예: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톱밥’의 예문: ‘난로에서는 톱밥

을 때는 연기가 (중략)’ 

1 2 3 4 5 

6 7 

11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예: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현장검증을 했다.’에서 

‘천인공노하다’의 의미를 추론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하다.’라는 문장에서 ‘심란하다’

는 ‘싱숭생숭하다’와 비슷한 뜻일 것이다.

1 2 3 4 5 

6 7 

12

단어가 사용된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가치를 추론한다. 

(구, 문장, 문단 차원 포함)  

예: ‘불후의 명작’에서 ‘불후’는 긍정적인 뜻일 것이다. 

1 2 3 4 5 

6 7 

13

단어가 사용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

론한다.

예: 금융과 관련된 글에서 ‘블록체인’은 금융과 관련된 단어일 

것이다. 

1 2 3 4 5 

6 7 

14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확인한다.
1 2 3 4 5 

6 7 

15 내가 생각한 의미가 맞는지 친구에게 확인한다.
1 2 3 4 5 

6 7 

16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1 2 3 4 5 

6 7 

17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채로 넘어 간다. 
1 2 3 4 5 

6 7 

번

호
어휘 표현 전략과 예시

사용 정도

7. 항상 사

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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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사

용하지 않는

다. 

1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예: ‘그는 돈을 받지 못했다.’를 ‘그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로 바꾼다. 

예: ‘이번 달은 용돈이 부족하다.’를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하

다.’로 바꾼다. 

1 2 3 4 5 

6 7

2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평가가 아닌 인간으로서 피고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2 3 4 5 

6 7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로 

바꾼다. 

1 2 3 4 5 

6 7

4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수선하였다.’ 

1 2 3 4 5 

6 7

5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싶었다.’

1 2 3 4 5 

6 7

6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예: ‘아름다운 헤어를 가꾸기 위해’를 ‘아름다운 머리를 가꾸기 

위해’로 바꾼다.

1 2 3 4 5 

6 7

7

고유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본다. 

예: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로 바

꾼다. 

1 2 3 4 5 

6 7

8

한자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본다.

예: ‘나는 상황을 생각하여 행동했다.’에서 ‘생각하다’를 ‘고려

하다’로 바꾼다.  

1 2 3 4 5 

6 7

9

외래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내가 생각한/표현한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예: ‘올해 유행 색깔은’을 ‘올해 유형 컬러는’으로 바꾼다. 

1 2 3 4 5 

6 7

10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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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어의 연어 관계를 잘 모를 때)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

를 찾아본다. 

예: ‘불평’은 ‘끊이지 않다 / 늘어놓다’ 등과 자주 쓰인다.  

1 2 3 4 5 

6 7

12 사자성어나 속담 등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1 2 3 4 5 

6 7

13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익숙한 표현을 바꾸어 본다. 

예: 문학 장르라면 ‘해가 지다’ 대신 ‘해가 시들다’를 쓸 수 있

다.  

1 2 3 4 5 

6 7

14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예: ‘강아지 같은 눈매가 매력적이다.’  

1 2 3 4 5 

6 7

15 글의 문체(구어/문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1 2 3 4 5 

6 7

16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예: ‘이 화장품에는 나쁜 화학 성분이 들었다’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성분’ 대신 ‘재료’를 사용하였다. 

1 2 3 4 5 

6 7

17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예: ‘강권하다’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억지로 권하다’로 표현

한다. 

1 2 3 4 5 

6 7

18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예: (수업이 지루하여 졸았을 때, 선생님이 ‘수업이 재미없니?’

라고 물어본 상황에서) 

‘아니요, 좀 피곤해서요.’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19

(비속어 사용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비속어를 다른 표현으

로 바꾼다.

예: ‘존나 춥다’라고 말하려다가 ‘너무 춥다’라고 말한다.  

1 2 3 4 5 

6 7

20
차별적 표현을 비차별적 표현으로 바꾼다. 

예: ‘여경(女警)’ 대신 ‘경찰’을 사용한다. 

1 2 3 4 5 

6 7

21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예: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를 사용한다. 

1 2 3 4 5 

6 7

22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예: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다른 단어로 바꾼다.  

1 2 3 4 5 

6 7

23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표현을 포기한다.

1 2 3 4 5 

6 7

24 한 번 생각한/표현한 단어는 다시 고민하지 않고 넘어 간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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