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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ae-Sheik and Lee, Joung-Yun. 2008. The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Acquisition 
b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Variations by Gender and Theme Interests. Linguistic 
Research 25(3), 83-100.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gender effect in the vocabulary acquisition of high school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s in gender 
and theme interests; and how theme interests affects vocabulary acquisition.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we performed the following experiment: Two tests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of 200 10th graders, 100 male and 100 females students. 
The first test was on the vocabulary words from the texts of five most popular themes. 
The second test wa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vocabulary acquisition of the most 
popular and unpopular themes. These tests consist of translation tasks, syntactic structure 
questions, and the theme-specific interests questionnaire based on the ten themes selected 
from the seventeen themes embodied in English textbook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le and female students do share their 
most popular themes. Secondly, the scores of syntactic structure tests are higher than 
those of translation tests, particularly for nouns. Finally, the more popular a theme is, 
the higher score the subjects gained in its translation and syntactic tes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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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언어습득은 어휘습득과 함께 시작된다. 외국어학습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초기 

단계일수록 어휘습득정도가 해당 외국어 습득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어휘

습득에 관한 많은 외국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참조: Nation(1990), Laufer & Paribakht(1998), 

* 본 논문은 이정연 (2008)의 논문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에 참여하
고 실험실시에 협조해 준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또한 통계처리에 도움말을 준 배정옥 박
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본 논문을 심사하여 귀중한 조언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
게도 감사를 또한 표한다. 나머지 잘못된 부분은 온전히 저자들의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7-A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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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che (1993, 1999), Shumitt (2000)). 근자에 와서 한국 학생들의 어어휘 학습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도 있다(참조: 원명옥 (2003), Kang (2003), 조미향 (2004), 이신웅

(2006), 조지  (2006)). 이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학습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요인으로 소재의 선호도, 기존지식(prior knowledge), 자신감(self-esteem), 불안정

도(anxiety level), 인성, 동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향을 어휘

습득에 끼치는 지를 밝힌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1)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 변인 중 성별이 목표어 어휘습득에 미치는 향을 조사 분석하여, 
성별과 어휘습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소재항목을 토대로 성별에 따른 소재흥미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습자의 소재흥미도

가 실제 어휘습득에 유의한 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1)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성별과 어휘습득정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성별에 따른 소재흥미도의 차이가 있는가? 
(3) 소재흥미도에 따른 어휘습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여러 이론들을 언급하고, 3장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롯한 본 연구의 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

과를 분석한다. 

2. 이론적 토대

흥미와 동기유발을 강조한 Deci와 Ryan (1985)는 흥미란 사람들의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

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했다. 즉, 흥미가 동기유발에 중요한 요인인데, 이에 대해 

Kang(2003)은 EFL상황의 한국인 초등학교 4학년 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기가 성공

적인 외국어 어휘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임을 강조하 다. 성별과 외국어 어휘학습 간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 중, 조미향 (2004)는 한국인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2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어휘책략사용 횟수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신웅

(2006)의 Shumitt (2000)의 Vocabulary Levels Test을 이용해 한국인 남녀 대학생 466명을 

대상으로 글을 읽을 때 필요한 어휘(receptive vocabulary)에 관한 어휘지식의 크기와 성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별이 어휘지식의 크기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국어 어휘 교수 및 습득은 어휘지식에 대한 관점과 어휘지식의 측정에 대한 관점에서 기

1) 조지  (2006)은 고등학교 1학년 어교과서에 제시된 읽기 자료를 이용해 교과서 내 소재항목을 분석하고, 
소재에 대한 선호도, 흥미도, 기존지식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 다. 이 연구에서 남녀 학생의 소재항목에 
대한 선호도, 흥미도, 기존지식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구체
적인 학습 성과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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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할 수 있다. 목표어 어휘지식에 관한 연구에서 어휘지식을 ‘연속선(a continuum of know
ledge)’으로 설명하는 관점과 ‘구성요소(sub-knowledge)’의 분류로 설명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aufer & Paribakht (1998)는 어휘지식을 전부 알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all-or-nothing)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준과 차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선상의 지식이라 보고 있

다. Nation (1990)은 어휘지식을 구성요소의 분류로 설명하는데 한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

어의 글과 말에서의 형태, 문법적 패턴, 연어와 관련한 위치, 빈도수, 적절성, 개념이나 관념 등

의 의미를 아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휘지식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Paribakht & 
Wesche (1993, 1999)는 특정 단어에 대한 학습자의 초기 지식의 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

휘지식척도를 개발하 는데, 학습자가 단어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를 인지하는 단계에

서 시작하여, 단어를 문법적이고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맥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

분하여 측정했다. Read (1993)는 학습자에게 8개의 서로 다른 목표어 단어를 제공하고 문항에 

제시된 하나의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4개의 단어를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4개의 연관

은 화용적 관계, 동의 관계, 통사적 관계, 분석적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정도와 소재흥미도의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학습자의 소재흥미도에 따른 어휘습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자가 목표어 어휘를 안다고 할 경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

지 평가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우리말번역과2) 통사구조지식을 측정하는 평가에 한

정하여 본 연구의 목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성별에 따른 소재의 흥미도 

차이를 확인한 후, 흥미도에 따른 어휘습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00명(50%), 여학생 100명(50%) 총 200명(100%)을 대상

으로 실험하 다. 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어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어휘를 토대로 학습자 성별에 따른 상대적 어휘지식을 측정하

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실험을 고안했다. 먼저, 대구 

2)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목표어의 단어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안다는 것(knowing a word)은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하다. Nation (1990:31)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이해하고 있을 때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어의 형태를 말할 수 있
고 (spelling or form), 해당 단어의 문법구조적 특징(grammatical patterns)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맥
락에 사용될 수 있는 지(function) 이해하고, 그 의미 (meaning)를 이해하면 해당 단어를 안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Daller et al.(2007:8)은 어휘 지식은 3차원의 어휘공간(lexical space)으로 나타낼 수 있
고, 이는 얼마나 넓게 (breadth), 깊게(depth) 그리고 유창하게 사용(fluency)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국어 번역방식은 Nation의 의미 역(meaning)과 Daller et 
al의 넓이 역(breadth)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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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채택빈도가 가장 높은 중학교 1, 2, 3학년 5종 어교과서 내에서 제 7차 어과 교

육과정이 제시하는 17개 소재항목의 분포를 분석하 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과 교

우관계(11.8%), 취미 오락 등 여가선용(10.1%), 정서순화와 합리적 사고(8.5%), 근로, 근검절

약, 진로(8.5%),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8.5%)과 관련된 소재를 본연구의 실험에 사용할 5
개 소재로 선정하 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정서 순화, 합리적 사고(18.6%),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10.2%), 기타 소재(8.5%), 여가선용(8.5%), 가정생활과 의식주(8.5%)에 관련된 소

재를 5개 소재로 선정하 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16.4%), 정서 순화, 합리적 사고(14.7%), 기타 소재(13.1%), 예술, 문학(11.4%), 근로, 근검

절약(6.6%)과 관련된 소재를 5개 소재로 선정하 다. 각 교과서에서 이상의 제시빈도가 높은 

5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단원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역 내 어휘에서 초등학교 어 교

과서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어휘들을 제외한 후, 제 7차 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어휘표에 

편재된 어휘와 신출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 다. 이때, 기본어휘표에 편재된 어휘는 제외하고 

신출어휘만을 실험어휘로 이용하 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어휘표에 나타나는 어휘는 교과서 

내 출현 빈도 및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학습자가 습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며, 둘째, 시험이라는 특성을 지닌 본 어휘평가문항 수를 축소하여 실험참가 학생들의 부

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 신출어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부사어휘와 기타품사어휘는 기본

어휘표에 편재되어 있는 어휘 으므로 실험대상 어휘에서 제외되었다. 이 중, 명사어휘(157개)
가 동사어휘(23개)와 형용사어휘(16개)보다 현저하게 많았으므로 West (1953)의 The 
General Service Lists of 2000 English Words3)에 수록된 어휘(26개)와 이희성 (1999)의 국

어대사전에 등재된 기본외래어와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55개)는 명사어휘에서 제외

하 다. 이는 GSL에 편재된 어휘와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외래어를 제외함으로써 실험 어휘 

내 실험참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어휘를 제외하고, 더불어 어휘평가문항의 수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 본 연구가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정도를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 때, 위 과정을 토대로 구축한 115개의 어휘(명사어휘 76개, 동사어휘 23개, 형용사

어휘 16개)만으로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실험어휘를 이용하여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문항을 제작하 다. 우리말번

역평가는 목표어로 제시된 어휘의 모국어 인지를 측정하는 단답형 주관식평가로서, 제시된 어

휘의 뜻을 우리말로 적도록 하 다. 통사구조지식평가는 어휘범주 X의 최대투사범주 XP4) 내
에서 순서적 개념을 측정하는 객관식 평가로서, 4지 선다형 문항의 선택지 항목 중 어휘가 바

르지 않은 통사구조 내에 사용된 선택지 항목을 표시하도록 하 다. 표 1은 각 문항에서 올바

3) West (1953)의 GSL은 1940년대에 구축한 어휘 목록으로 문에 쓰인 5,000,000개의 단어 코퍼스
(corpus)에서 ESL, EFL 환경에서 학습자가 읽기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도수, 범위, 유용성 등의 
준거로 추출된 기본어휘 2,000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은 각 단어의 문어적 빈도가 표시되었고, 한 단
어의 다양한 어의와 용법 및 상대적 돌출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지금까지 가장 유용성 높은 어휘목록
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명옥, 2003) 

4) Radford (1988)의 X-bar theory에 근거하여 NP, VP 및 AP 구조를 본 연구에 맞게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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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선택지 항목에서 사용한 단어의 배열유형을 나타낸다. 

[표 1] 어휘의 최대투사범주 내 단어의 배열유형 

NP → (지정어) (형용사구) / (명사) N
VP → (지정어) V (형용사구) / (명사구) / (부사구)
AP → (지정어) Adj (부사구) / (명사구)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1 학생들의 성별 및 소재흥미도와 어휘습득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7개 소재항목 중 무작위로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흥미도를 설문조사하 다. 소재의 흥미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가 선정한 10개 소재항목은 아

래와 같다. 

1.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2.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3.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4.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5.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6.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7.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8.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9.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0.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 10개 소재항목에서 학습자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소재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도

록 한 후, 항목마다 표기된 순위의 평균값을 추출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녀 학습자의 

흥미도가 반 된 소재항목을 파악한 후, 흥미도에 따른 소재에 관한 어휘평가에 사용할 어휘 구

축을 위해 중학교 1, 2, 3학년 5종 어교과서에서 해당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단원 내 신출어휘 

중 GSL에 수록된 어휘와 이희성 (1999)의 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기본외래어 및 신조어로 사용

되고 있는 외래어를 제외하여 구축한 실험어휘를 이용해 가장 흥미도가 높은 소재에 관한 어휘와 

가장 흥미도가 낮은 소재에 관한 어휘의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 차이 및 소재의 흥미도 차이를 살펴본 후, 더불어 흥미도

에 따른 어휘습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를 실시하 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조사하 다. 성별을 독립변수로, 성별에 따른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 점수, 통사구조

지식평가의 평균 점수,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의 평균 점수를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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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5)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명시한 세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남녀의 평균 차이 여부를 비교하므로 

MANOVA 사용이 적당한 통계방법이 된다.
실제로 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 및 소재흥미도 차이를 살펴보고, 더불어 소재흥미

도에 따른 어휘습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구지역에 소재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인 남

학생 10명과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 다. 사전검사는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전체 문항 중, 품사별로 3분의 1을 무작위 추출하여 총 40개 문항(명사 

26문항, 동사 8문항, 형용사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남녀학생들의 소재에 대한 흥미도

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하 다.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은 소재와 

흥미도가 낮은 소재에 관한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사전검사문항을 제작하여 

실시하 다.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는 14점, 통사구조지식평가의 평균점수

는 17점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는 22점, 통사구조지식평가

의 평균점수는 23점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간 우리말번역평가 총점과 통사구조지식평가 총

점을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16점, 여학생은 22점으로 차이를 보 다. 
통사구조지식평가에 나타난 품사별 평균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명사(50%), 동
사(38%), 형용사(33%)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 고, 여학생의 경우도 명사가 가장 높았으며

(62%), 다음으로 동사(50%)와 형용사(50%)가 동일한 정답률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도 조사

에서 파일럿 테스트에 참가한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의 흥미도가 가장 높은 소재는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에 관한 소재, 여학생의 흥미도가 가장 높은 소재는 예술, 문학 등 심미적 심

성에 관한 소재 다. 남학생의 흥미도가 가장 낮은 소재는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관한 소재, 여학생의 흥미도가 가장 낮은 소재는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에 관한 소재로 성

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남녀학습자의 흥미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해당 소재에서 

추출한 실험어휘를 이용한 평가문항 또한 다르므로, 흥미도가 높은 소재의 실험어휘(남학생: 총 

25문항[명사 18문항, 동사 3문항, 형용사 4문항]; 여학생: 총 22문항 [명사 16문항, 동사 5문

항, 형용사 1문항])와 흥미도가 낮은 소재의 실험어휘(남학생: 총 27문항 [명사 21문항, 동사 

6문항, 형용사 1문항]; 여학생: 총 21문항 [명사 15문항, 동사 2문항, 형용사 4문항])의 우리말

번역평가점수와 통사구조지식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백점만점점수로 환산한 후 

비교하 다. 분석결과, 높은 흥미도를 보인 어휘평가의 경우 남학생 평균점수는 59점, 여학생 

평균점수는 76점이며, 낮은 흥미도를 보인 어휘평가의 경우 남학생 평균점수는 46점, 여학생 

평균점수는 70점으로 소재흥미도에 따른 어휘습득 간 차이를 확인하 다. 남녀학습자의 높은 

흥미도 및 낮은 흥미도에 따른 소재에 관한 어휘평가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보면, 높은 흥미도의 경우 66.5점, 낮은 흥미도의 경우 56점으로 차이를 보 다. 

5) MANOVA는 집단평균의 차이 여부를 두 개 이상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동시에 시험하는 통계방법이다 (Hatch 
& Lazaraton, 1991; Pedhazu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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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럿 테스트 결과, 교과서 내 제시빈도가 높은 다섯 소재에 관한 우리말번역평가와 통

사구조지식평가에서 여학생 평균점수가 남학생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흥미

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으며, 남녀 학생의 흥미도가 높은 소재의 어휘평가점수가 

흥미도가 낮은 소재의 어휘평가점수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성별과 소재흥미도가 

목표어의 어휘습득차이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대구지역의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인 남학생 100명과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하기로 하 다. 

4. 연구결과

4.1 성별에 따른 어휘평가 결과 

고등학교 1학년 남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

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를 실시하 다. SPSS를 이용해 ‘성별’에 따른 각 평가에 대

해 기술통계량을 도출하고 MANOVA를 실행해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와 통사구조지식평

가의 평균점수, 그리고 우리말번역평가의 총점과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을 합산한 후 평균한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결과는 아래 표 2, 3과 같이 정리된다.

[표 2]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 (115점 만점)

구분　 성별 N M SD

우리말번역평가 
남 100 25.45 22.10
여 100 37.08 26.30

통사구조지식평가 
남 100 23.84 17.78
여 100 40.5 20.36

총점
남 100 24.645 17.12
여 100 38.7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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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어휘평가별 평균점수의 다변량 검정 결과

소스 종속변수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우리말번역평가 6762.845(a) 1 6762.845 11.493 .001
통사구조지식평가 13877.780(b) 1 13877.780 38.000 .0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0004.051(c) 1 10004.051 28.473 .000

절편

우리말번역평가 195500.045 1 195500.045 332.249 .000
통사구조지식평가 206981.780 1 206981.780 566.756 .0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201199.961 1 201199.961 572.641 .000

성별

우리말번역평가 6762.845 1 6762.845 11.493 .001
통사구조지식평가 13877.780 1 13877.780 38.000 .0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0004.051 1 10004.051 28.473 .000

오차

우리말번역평가 116506.110 198 588.415   
통사구조지식평가 72310.440 198 365.204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69568.238 198 351.355   

합계

우리말번역평가 318769.000 200    
통사구조지식평가 293170.000 2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280772.250 200    

수정 
합계

우리말번역평가 123268.955 199    
통사구조지식평가 86188.220 199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79572.289 199    

표 2에 의하면 여학생의 우리말번역평가(M＝37.08), 통사구조지식평가(M＝40.5), 우리말

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의 평균점수(38.79)가 남학생의 우리말번역평가(M＝

-25.45), 통사구조지식평가(M＝23.84),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의 평균점

수(24.645)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수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을 실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 
통사구조지식평가의 평균점수,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의 평균점수의 유

의확률은 각각, 0.001, 0.000, 0.000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므로 각 평가의 평균점수와 총

점을 평균한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

가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경우, 성별이 실제 어휘습득 정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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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녀 학습자 모두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

보다 통사구조지식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어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하나의 표현 단위로

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가 

어휘문항의 선택지에 제시한 핵(head), 보충어(complement), 지정어(specifier), 부가어

(adjunt) 등의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통사구조를 목표어 어휘에 해당하는 모국어 어휘지식 

습득보다 앞서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통사구조지식평가에 나타난 품사별 평균정답률을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성별에 따른 품사별 정답률(%)

구분 명사 동사 형용사

남학생 24 13 15
여학생 44 16 20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명사(24%), 형용사(14%), 동사(13%)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

고,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경우, 명사(44%), 형용사(20%), 동사(16%)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

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한 명사구 구조 내의 지정어 및 보충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동사

구 및 형용사구가 가질 수 있는 하위범주화 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된 어순유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통사구조지식평가에 나타난 ‘성별’요인

과 품사별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해 ‘성별’에 따른 각 

품사별 평균점수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도출하고 MANOVA을 실행해 명사어휘의 평균점수와 

동사어휘의 평균점수, 그리고 형용사어휘의 평균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5]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품사별 평균점수의 기술통계량 (115점 만점)

구분 성별 N M SD

명사(76점 만점)
남 100 18.51 13.02
여 100 33.79 15.66

동사(23점 만점)
남 100 3.11 3.69
여 100 3.85 4.68

형용사(16점 만점)
남 100 2.37 2.74
여 100 3.34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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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품사별 평균점수의 다변량 검정 결과

소스 종속변수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명사 11673.920 1 11673.920 56.361 .000
동사 22.445 1 22.445 1.347 .247
형용사 47.045 1 47.045 6.270 .013

절편

명사 136764.500 1 136764.500 660.286 .000
동사 2332.445 1 2332.445 139.942 .000
형용사 1630.205 1 1630.205 217.251 .000

성별

명사 11673.920 1 11673.920 56.361 .000
동사 22.445 1 22.445 1.347 .247
형용사 47.045 1 47.045 6.270 .013

오차

명사 41011.580 198 207.129   
동사 3300.110 198 16.667   
형용사 1485.750 198 7.504   

합계

명사 189450.000 200    
동사 5655.000 200    
형용사 3163.000 200    

수정 
합계

명사 52685.500 199    
동사 3322.555 199    
형용사 1532.795 199    

표 5에 의하면, 여학생의 명사어휘(M＝33.79), 동사어휘(M＝3.85), 형용사어휘의 평균점

수(M＝3.34)가 남학생의 명사어휘(M＝-18.51), 동사어휘(M＝3.11), 형용사어휘의 평균점수

(M＝2.37)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수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을 실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명사어휘의 평균점수, 형용사어휘의 평균

점수의 유의확률은 각각 0.000, 0.013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므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사어휘의 평균점수의 경우 유의확률이 0.247(p＞ .05)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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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재흥미도에 따른 어휘평가 결과

[표 7] 성별에 따른 소재 흥미도 

소재
남학생 
흥미도 

순위 소재
여학생 
흥미도

순위

가정생활ㆍ의식주 4.41 3 가정생활ㆍ의식주 4.67 3
학교생활ㆍ교우관계 4.06 2 학교생활ㆍ교우관계 4.54 2
사회생활ㆍ대인관계  4.5 4 사회생활ㆍ대인관계 4.94 5
취미ㆍ오락 여가선용 2.93 1 취미ㆍ오락 여가선용 2.88 1
우리문화예절ㆍ일상  5.5 6 우리문화예절ㆍ일상 5.07 6
환경보전 봉사ㆍ협동 6.33 7 환경보전 봉사ㆍ협동 6.32 7
정치경제 역사지리 5.36 5 정치경제 역사지리 7.15 8

예술ㆍ문학 6.37 8 예술ㆍ문학 4.93 4
근로ㆍ근검절약 7.51 9 근로ㆍ근검절약 7.18 9

정서순화ㆍ합리적 사고 7.89 10 정서순화ㆍ합리적 사고 7.19 10

소재흥미도에 따른 어휘습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1 남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소재흥

미도를 설문조사하 다. 제7차 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7개 소재 항목 중, 10개 항목

을 무작위 추출하여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소재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하 다. 소재항목별 흥미도의 평균값 및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순위를 표 7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소재에 대한 흥미도의 상대적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소재흥미도의 증ㆍ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학습자 모두, 취미ㆍ오락 여가선용에 관한 소재에서 흥미도 평균값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생활ㆍ교우관계, 가정생활ㆍ의식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

녀학습자 모두에게서 정서순화ㆍ합리적 사고에 관한 소재에서 가장 흥미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소재항목에서 흥미도의 순위를 선정하는 데에 구체적, 실생활적 가치가 학생

들에게 소재흥미도를 갖게 하는 주요 원인임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의 상대적 흥미도 순위의 경우 남녀학생 간 다소 차이(남학생: 흥미도 평균값 6.37 [8위], 
여학생: 흥미도 평균값: 4.93 [4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

의 중요성 인식, 소재와의 가까운 심리적 거리감 등이 성별 간 소재흥미도의 상대적 순위를 

정하는 데 향을 준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재흥미도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녀학생에게 취미, 오락 등 여가 선용에 관한 소재 

및 정서순화, 합리적 사고에 관한 소재와 함께, 성별 간 차이를 보인 예술, 문학에 관한 소재

를 다루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어교과서 단원에서 실험에 사용할 신출어휘를 추출하고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를 실시하 다. 소재흥미도에 따라 구성된 평가문항이 다

르므로 흥미도 높은 소재에 관한 어휘(33개 [명사어휘 25개, 동사어휘 4개, 형용사어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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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흥미도가 낮은 소재에 관한 어휘(35개 [명사어휘 27개, 동사어휘 6개, 형용사어휘 2개])의 

우리말번역평가점수와 통사구조지식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백점만점점수로 환산

한 후 표 8에 기술통계량을 제시하 다. 

[표 8] 소재흥미도에 따른 어휘평가의 기술 통계량 (100점 만점)

구분
높은 소재흥미도 낮은 소재 흥미도

M (100점 만점) SD N M (100점 만점) SD N
남학생 38.97 22.37 100 26.88 21.63 100
여학생 50.64 21.69 100 35.96 19.48 100

 

분석결과, 높은 흥미도를 보인 어휘평가의 경우 남학생 평균점수는 38.97점, 여학생 평균점

수는 50.64점이며, 낮은 흥미도를 보인 어휘평가의 경우 남학생 평균점수는 26.88점, 여학생 

평균점수는 35.96점으로 나타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남녀학습자의 높은 

흥미도 및 낮은 흥미도에 따른 소재에 관한 어휘평가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

를 보면, 높은 흥미도의 경우 44.8점, 낮은 흥미도의 경우 31.4점으로 차이를 보 다. 주목할 

점은 남녀학생 모두 흥미도가 높은 소재에서 어휘평가의 평균점수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소재흥미도에 따라 어휘습득이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소재흥미도가 학생

들의 어어휘습득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 
다음으로, 여학생의 흥미도가 높고 남학생의 흥미도가 낮은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에서 

33개의 실험어휘(명사어휘 21개, 동사어휘 6개, 형용사어휘 6개)를 추출해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를 실시하 다. SPSS를 이용해 ‘성별’에 따른 각 평가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도출하고 MANOVA을 실행해 우리말 번역평가의 평균점수와 통사구조지식평가의 평균점수, 
그리고 우리말번역평가의 총점과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을 평균한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6) 심사자의 지적사항 중 어휘습득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별과 소재의 흥미도에 따른 두 변인에 의
한 분석은 결국 소재의 흥미도에 따른 변인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있었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반적으로 언어 혹은 어휘 실력이 더 났다는 통설을 검
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별 차이에 따른 어휘습득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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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의 어휘평가별 평균점수의 기술통계량 (33점 만점)

구분　 성별 N M SD

우리말번역평가 
남 100 6.73 9.32
여 100 11.81 7.92

통사구조지식평가 
남 100 7.97 7.45
여 100 13.45 8.29

총점
남 100 7.35 7.56
여 100 12.63 6.76

[표 10]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의 어휘평가별 평균점수 다변량 검정 결과

소스 종속변수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통사구조지식평가 1501.520(a) 1 1501.520 24.156 .000
우리말번역평가 1290.320(b) 1 1290.320 17.245 .0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409.805(c) 1 1409.805 27.369 .000

절편

통사구조지식평가 22940.820 1 22940.820 369.061 .000
우리말번역평가 17186.580 1 17186.580 229.694 .0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9900.125 1 19900.125 386.332 .000

성별

통사구조지식평가 1501.520 1 1501.520 24.156 .000
우리말번역평가 1290.320 1 1290.320 17.245 .0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409.805 1 1409.805 27.369 .000

오차

통사구조지식평가 12307.660 198 62.160   
우리말번역평가 14815.100 198 74.824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0199.070 198 51.510   

합계

통사구조지식평가 36750.000 200    
우리말번역평가 33292.000 200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31509.000 200    

수정 
합계

통사구조지식평가 13809.180 199    
우리말번역평가 16105.420 199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

11608.875 199    

표 9와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의 흥미도가 높고, 남학생의 흥미도가 낮은 소재인 



96  이예식ㆍ이정연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의 어휘평가를 남녀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에 따른 우리말 번역평가의 평균 점수의 유의확률은 0.000(p<.05), 통사구조지식평가 평균점

수의 유의확률은 0.000(p<.05), 성별에 따른 우리말번역평가의 총점과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을 평균한 점수의 유의확률은 0.000(p<.05)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므로 우리말번역평

가의 총점과 통사구조지식평가의 총점을 평균한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여학생의 흥미도가 높은 소재인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에서 여

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의 평균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즉, 본 

연구가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차이가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소재흥미도가 실제 어휘습득 정도에 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사구조지식평가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품사별 정답률을 표 11에 요약하 다.

[표 11]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성별에 따른 품사별 정답률(%) 

구분 명사 동사 형용사

남학생 24 21 21
여학생 42 30 37

통사구조지식평가에 나타난 품사별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명사어휘의 정답

률(2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사어휘의 정답률(21%)과 형용사어휘의 정답률(21%)
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명사(42%), 형용사(37%), 동사(30%) 순으로 높은 정

답률을 보 다. 이 결과는 어교과서 내 5개 소재에 관한 어휘평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

별 간 흥미도 차이가 있는 소재에 관한 어휘평가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명사구 구조 내의 지

정어 및 보충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동사구 및 형용사구가 가질 수 있는 하위범주화 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된 어순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통사구조지식평가에 나타난 ‘성별’요인과 품사별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SPSS를 이용해 ‘성별’에 따른 각 품사별 평균점수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도출하고 

MANOVA를 실행해 명사어휘의 평균점수와 동사어휘의 평균점수, 그리고 형용사어휘의 평

균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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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품사별 평균점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성별 N M SD

명사(20점 만점)
남 100 5.20 5.30
여 100 9.13 6.49

동사(7점 만점)
남 100 1.49 1.32
여 100 2.13 1.38

형용사(6점 만점)
남 100 1.28 1.51
여 100 2.20 1.31

표 12에 의하면, 여학생의 명사어휘(M＝9.13), 동사어휘(M＝2.13), 형용사어휘의 평균점

수(M＝2.20)가 남학생의 명사어휘(M＝-5.20), 동사어휘(M＝1.49), 형용사어휘의 평균점수

(M＝1.28)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수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을 실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명사어휘의 평균점수, 형용사어휘의 평

균점수, 동사어휘의 평균점수의 유의확률은 각각 0.000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므로 품사별 

평균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품사별 평균점수의 다변량 검정 결과

소스 종속변수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명사 772.245(a) 1 772.245 21.971 .000
동사 20.480(b) 1 20.480 11.192 .001

형용사 42.320(c) 1 42.320 20.530 .000

절편
명사 10267.445 1 10267.445 292.120 .000
동사 655.220 1 655.220 358.083 .000

형용사 605.520 1 605.520 293.740 .000

성별
명사 772.245 1 772.245 21.971 .000
동사 20.480 1 20.480 11.192 .001

형용사 42.320 1 42.320 20.530 .000

오차
명사 6959.310 198 35.148   
동사 362.300 198 1.830   

형용사 408.160 198 2.061   

합계
명사 17999.000 200    
동사 1038.000 200    

형용사 1056.000 200    

수정 
합계

명사 7731.555 199    
동사 382.780 199    

형용사 450.480 199    

즉, 성별 간 흥미도 차이가 있는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의 어휘평가결과, 명사어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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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형용사어휘의 습득정도에 성별이 유의한 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별 간 흥

미도 차이가 있는 예술ㆍ문학에 관한 소재의 어휘평가결과, 명사어휘, 동사어휘, 형용사어휘

의 습득정도에 성별이 유의한 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어휘습득차

이를 규명하고, 학습자 간 소재흥미도의 상대적 순위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소재흥

미도와 어휘습득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중학교 1, 2, 3학년의 5종 어교과서 내 제시빈도가 가장 높은 5개 소재에 관한 어

휘평가에서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 통사구조지식평가의 평균점수, 그리고 두 가지 평가

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의 평균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남녀학습자 모두 우리말번역평가의 평균점수보다 통사구조지식평가의 평균점수가 높

았다. 즉, 본 연구가 어휘문항의 선택지에 제시한 핵(head), 보충어(complement), 지정어(specifier), 
부가어(adjunt) 등의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통사구조의 습득이 목표어 어휘에 해당하는 모

국어 어휘지식 습득보다 앞서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남녀학생 모두 명사어휘의 정답률이 동사어휘와 형용사어휘의 정답률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학습자가 본 연구의 통사구조지식평가 내 명사어휘문항의 선택지에 사용된 통사구조

의 습득이 동사어휘문항 및 형용사어휘문항의 선택지에 사용된 통사구조의 습득보다 앞서 있

다고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소재흥미도 조사 결과, 남녀학습자들의 흥미도의 상대적 순위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

타났고, 가장 흥미도가 높은 소재와 가장 흥미도가 낮은 소재는 각각 취미ㆍ오락 등 여가선용

에 관한 소재와 정서순화ㆍ합리적 사고에 관한 소재로 동일하 다. 
다섯째, 흥미도에 따른 소재에 관한 신출어휘의 우리말번역평가와 통사구조지식평가를 실

시한 후, 백점만점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남녀학생 모두 높은 흥미도를 보인 소재에 관

한 어휘평가의 평균점수가 낮은 흥미도를 보인 소재에 관한 어휘평가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여학생의 흥미도가 높고 남학생의 흥미도가 낮게 나타나 성별 간 흥미도 차이가 보인 예술ㆍ

문학에 관한 소재의 어휘평가 결과,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남으로써 소재흥미도가 어휘습득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휘교수 및 학습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나아

가 더 효과적인 어휘습득성과를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를 요하는 주입식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들의 성별 및 흥미도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어휘교수활동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

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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