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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hn, Hyesun and Jiyoung Bae. 2022.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by different reading question typ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418-440.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e of reading strategies based on the question types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study analyzes learners of different reading
proficiency levels using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of the five
different question type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two hundred eighty
six students from third grade in a public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Daejeon
area. The questionnair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proficiency using 24 questions. Strategies are
selected from the Survey of Reading Strategies or SORS of Mokhatari and
Sheorey (2002) and the questionnaires of Ikeda and Takeuchi (2000). Data
collected from the experiment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SPSS(v.26).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t use of reading strategies among the students in the
three different English reading achievement levels, one-way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ach of the different group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pper, middle, and lower proficiency groups used
different reading strategies for each question type,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reading strategies used by each group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each question
type. Second, the upper and middle proficiency groups are able to use the
appropriate reading strategies depending on each question typ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understanding the pattern of the use of reading strategies based on
the question type and English reading achievement level is not only important in
teaching and learning reading but also in having students prepare for their
re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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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뿐 아니라 학교의 정기고사에서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시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음성언어와
관련된 수업보다 읽기 영역 수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읽기는 현실적으
로 언어 노출의 통로로서 교육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안혜선, 배지영 2021, 이상기 외 2021, 이재근, 정은숙 2015). 이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
습자들도 영어의 4가지 기능 중 읽기 영역 학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전의 영어 읽기 수업은 주로 영어 어휘와 문장 구조, 문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방법을 통해 전달되면 학생들은 주어지는 지식을 이해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
다. 하지만 현대의 지식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접하고
학습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스스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읽
기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김일용 2016, Casanave 1988). 학습자들은 시험 문
항 유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그 유형의 문제에서 요
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전략적 읽기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
은 자신의 부족한 외국어 능력을 읽기전략을 사용하며 보완할 수 있다(Devine 1984, Hudson
1982). 아무리 문법적 지식이나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라도 적절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떄문에 읽기 능력 구성 요소 중 적절한 전략의 사
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정혜 2014, 박지윤 2018, 송희심 1998, Song 1997).
최근의 외국어 교수 이론의 관심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특성에 초점을 둔 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언어학습 분야에서 학습자 및 학
습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개별 전략의 정의와 전략 성격에 따른 유형
의 분류, 전략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전략 사용 측정 도구, 전략 활용 언어 교수 방법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tern 1975, Naiman, Rohlic and Todesco 1978, Hosenfeld
et al 1981).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의 EFL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읽기와 읽기전략과의 상관관
계를 밝힌 연구(이효웅 1994, 박영예 1999, 이수진 2007)와 인지 전략과 상위인지전략 가운데 몇
몇의 개별적 전략 사용 효과에 관한 연구(신창옥 2005)가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분류, 전략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어 성취도와 언어학습 전략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이효웅 1999, 이수진 2007, 배지영, 김규미 2018).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별
도의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설문지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자신이 사용하
는 전략의 빈도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Cohen 1998). 즉, 학
습자들이 생각하는 읽기 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략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설문
조사가 될 수 있다. Cohen(1998)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실시되는 전략 사
용 설문 조사는 피험자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자
측에서도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전략 사용 빈도수를 적게 또는 많게 말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
의

읽기전략

사용에

관련된

논문에서

다루어진

학습전략들이

Oxford와

Cohen(1990)이나

O’Malley와 Chamot(1990)가 정의하는 학습전략과 같이 기억, 인지, 보상, 사회·정의적 전략 등 영
어의 4가지 기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읽기영역의 전략을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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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수준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영주 2008).
국내의 연구는 학습자들의 읽기 수준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 비교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간 학습
자들의 전체적인 읽기전략 사용 파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애란(2015)의 연구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수준을 비교하였지만, 실제적인 읽기전략 사용 비교에
서는 중위권과 하위권 간의 전략 사용만 다루어져 학습자들의 수준별 읽기전략 사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학습자들에게 과업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전반
적인 읽기전략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문제 유형에 따른 영어 읽기 성취도별 읽기전략 사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읽기전략 사용의 중요성에 비해 영어 읽기 시험에서의 실제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사용에 관련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고, 특히 읽기 성취도가 다른 학습자들이 문제 유형별로 사
용하는 전략 비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문항 유
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영어 읽기 성취도에 따라 전략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읽기전략 양상을 문항 유형
별로 살펴보고, 영어 읽기 성취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과 빈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영어
읽기전략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문항 유형별로 어떤 읽기전략을 사용하는가?
둘째, 영어 읽기 영역 성취도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전략 사용에는 문항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읽기전략과 측정 도구
읽기는 전략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략’은 독자가 텍스트 자체만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 사용하는 일종의 계획을 가리킨다(이혜인 2017). 즉, 읽기전략은 독자가 읽기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인지 과정으로 텍스트의 의미에 맞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획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읽기 과업을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정신적 과정들을 사용하며, 읽기
지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읽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
로 전략을 사용한다(Cohen 1990).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유능한 독자들의 읽기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으며(Anderson 2004, Pressley 2002, Snow 2002) 능숙한 독자들 사이에서 발견된 읽기전략
을 읽기 수업 현장에 지도하여 효과적인 읽기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Pearson
1993). 구체적으로 읽기전략은 독자가 어려운 구문이나 어휘를 대할 때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
하거나 어형적 정보를 활용하고, 사전을 찾거나 수사적 규칙이나 담화유형을 보고 글의 짜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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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Hosenfeld et al. 1981). 즉, 다양한 읽기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독자가 실제로 읽기 과정 중에 이해를 촉진하거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읽기 기술을 스
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능숙한 독자와 능숙하지 않은 독자 간의 전략
사용 특성을 분석하여 능숙한 독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읽기전략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Mokhtari
와 Sheorey(2002)는 영어 비원어민이 읽기 과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알아보기 위
해 읽기전략 설문지(SORS: Survey of Reading Strategies)를 제작하였다. Oxford(2002)나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 전략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주로 영어의 4가지 기능 전반에 적
용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SORS는 보다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측정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Mokhtari와 Sheorey(2002)는 읽기전략을 총체적 읽기전략(Global Reading
strategies: 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lem Solving Strategies: PROB), 지원적 읽기전략
(Support Reading Strategies: SUP)으로 분류하였다. 총체적 읽기전략(GLOB)은 학습자에 의해
의도적이고 신중히 계획된 전략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읽기를 감시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
하는 전략이다.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은 학습자가 읽기 지문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학습자가
사용하는 행동이나 절차이다. 국지적이고 집중된 전략으로 본문의 읽기를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
점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지원적 읽기전략(SUP)는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텍
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지원 전략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Ikeda와 Takeuchi(2000)는 읽기전략 사용 설문에 실제 과제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

과업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가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Kimura(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읽기전략 측정 도구를 기초로 하여 EFL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유능한 독자는 글 읽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동안 주도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지 점검하며 유연하게 읽기전략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능숙한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선택하여 읽고,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문맥의 단서들을 활용하
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시 글을 읽어보거나 상위인지 전
략을 활용하는 등의 읽기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Snow 2002). 이렇듯 전략의 사용은 성공
적인 언어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전략 사용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더 독립적
이고 자율적이고, 평생의 학습자들이 될 수 있게 한다(Allwright 1990). 또한,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읽기전략들을 사용하여 읽기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읽기의 어
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 읽기전략을 사용한다(정길정 외
2016). 따라서 숙련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 전략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고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Oxford 1996, 2002).
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영역과 문항 유형
201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기존의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로 시행되었으
며 본인 성취 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 방식으로 변하였다. 영어 절대평가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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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
하기 위한 시험이다. 학교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 등의 언어 지식, 대화/담화나 글의 내용 이해
력과 사고력, 영어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9월 모의평가 영어시험 문제 중 읽기 문제는 각각 총 28문항
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어영역 출제 문항 세부 분석표

중심 내용 파악
세부 정보 파악

논리적 관계 파악

맥락 파악

간접 쓰기

언어형식·어휘

평가요소
글을 읽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화와 담
화 또는 글의 주제, 제목, 요지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 도표·그림 등의 시각자료와의 일치/불일치, 화자의 부탁할/한 일, 할
/한 일, 숫자 정보와 같은 기타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 같은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대화자와의 관계
와 장소를 파악하거나 대화·담화의 5W1H(누가, 어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
게)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을 읽고 글의 목적이나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견, 목적, 주장,
글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경 파악,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 구, 절, 문장, 연결어)
를 글의 내용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이나 주어진 문장의 적합
한 위치 찾기, 글의 순서 파악, 문단 요약 능력을 의미한다.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 의미적 연관성을 통해 언어 형식의 적합성이나 어
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문맥에 적합한 언어 형식이나 어휘의 정확성 파
악 및 지칭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수능 모의평가 6월과 9월의 학습 내용은 같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학습 내용별 문항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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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별 출제 빈도에서는 총 28개의 읽기 지문 중 간접 쓰기가 7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
되었다. 수능 영어 읽기 문형에서 학습자들에게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묻는 문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쓰기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간접 쓰기 유형은 글의 종
합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유형이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들에게 글의 중심 내용 파악뿐
아니라 문장 간 논리적 관계,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 응집성을 이해하는 학습과 전략에 대한 교수
가 요구된다. 뒤이어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글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가 각 5문항씩 출제되었다.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광고문과 같
은 형식의 다양한 글을 읽은 후 글에 제시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
기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학습
자들은 글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추론하려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맥락 파악
하기와 글의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각각 4문항씩 출제되었다.
학습자들은 맥락 파악하기 유형에서 글의 배경뿐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여 글의
목적이나 필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내용
을 추론해보려는 읽기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낮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문항은
문법 및 어휘 문제이다. 문법 문형에서는 학습자들이 전후 문장뿐 아니라 글의 맥락을 이해하며
문상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에 있어 문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어휘 문제에서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의 흐름과 중심 내용을 고
려해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에서 문항 유형을 선별하여 읽기 시험지를 구성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대전광역시 소재 인문계 D 여자고등학교 3학년 14개 학급 297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고 응답하였으며 학습자의 92% 정도가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해 주로 교과서나 문제지를 활용한
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영어의 4가지 기능 중 대부분이 독해영역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영어 공부의 목적을 대부분 내신 점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읽기 문제지와 영어 읽기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는 7교시 정규 수
업시간이 끝난 후 각 학급당 약 40분 동안 실시하였다. 다섯 가지 유형의 문제지를 제공하고 각
유형마다 제시된 문제 2개를 푼 뒤 영어 읽기 설문지를 작성하는 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성
의 없이 응답한 11명의 학생을 제외한 286명의 응답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6월과 9월에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이하 연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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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영역의 읽기 점수를 학생들의 읽기 능력으로 해석하였다. 6월과 9월 연합평가 점수의 평균
을 토대로 1~2등급의 상위 그룹 73명(25.5%), 3~4등급의 중위 그룹 121명 (42.3%), 5등급 이
하의 하위 그룹 92명(32.2%)으로 나누었다. 현재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및 연합평가의 영어 영역
은 절대평가로 점수별 9등급으로 나뉘고 있으며, 원점수별 성취등급은 표 2와 같다.
표 2. 원 점수 별 성취 등급
성취 등급

1

2

3

4

5

6

7

8

9

원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읽기전략의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 읽기전
략 설문지와 2021년 6월과 9월에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 영어영역 읽기 28문항을 문항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 유형 순으로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영어 읽기 시험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의 경우 Mokhtari와 Sheorey(2002)의 읽기전략 설문지
조사(SORS)와 Ikeda와 Takeuchi(2000)의 EFL 읽기를 위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략들을 교실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4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정된 전략들은 SORS의 분류 기준에 맞게 총체적 읽기전략
(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지원적 읽기전략(SUP)으로 분류하였다. 학습 전략 문항에
대한 빈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
점)’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영어 읽기 시험지는 내용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의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2문제씩 제시하여 총 10문제로 구성하
였다(부록 참조).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영어 읽기 시험지는 출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5개의 유형으로 구성하였
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관련한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제가 5문제, 단어나 구, 절, 문장
또는 연결어가 들어갈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4문제, 글의 순서 파악하기 3문제, 주어진 문장의 적
합한 위치 파악하기가 3문제, 문맥에 따른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2문제의 빈도를 보여 가장 빈도
수가 높은 문항 유형부터 5가지를 선정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읽기 시험지에는 내용 일치/
불일치 파악하기,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
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를 각각 Type A ~ Type E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같은 출제 빈도를
보인 문항 유형은 배점이 높은 3점 문항이 있는 문항 유형을 선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제작은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 데이터의
수집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전광역시 D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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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명을 대상으로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영어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의 목
적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구했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하
였다. 설문 응답은 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응답을 마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문항 유형
에 대해 학습자들이 사용한 읽기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297명의 자료는 엑셀로 코딩 후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
략 사용 양상과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 그룹
의 평균, 표준 편차 및 표준 편차 오차를 설명하였다. 상·중·하 그룹에 따른 변수(GLOB, PROB,
SUP)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에서
세 집단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증은 Scheffe’s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05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습자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상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양
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표 3은 리커트
5점 척도의 검사지를 활용해 읽기전략을 각 문항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3.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사용 양상(N = 286)
문항 유형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맥에 따른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읽기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M

SD

2.93
3.33
2.65
3.22
3.59
3.28
3.29
3.61
3.15
3.13
3.48
2.99
2.93
3.43
2.88

.50
.47
.59
.49
.55
.72
.65
.67
.74
.73
.83
.63
.60
.62
.63

Total
2.97

3.63

3.35

3.20

3.08

학습자들의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평균은 2.97에서 3.63 사이에서 나타나 학습자들이 대
체적으로 평균 수준의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유형에서는 빈칸의 내용 추론하
기 유형에서 평균 3.63으로 가장 높은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으며 글의 순서 파악하기(M =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425

Hyesun Ahn & Jiyoung Bae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by different reading question types

3.35)와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M = 3.20) 순의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다. 가
장 많은 전략 사용을 보여준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항 유형(M = 3.63)과 글의 순서 파악하기
(M = 3.35) 문항 유형은 문제를 푸는데 있어 추론적 이해와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읽기 과정에서 많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항 유
형에서는 가장 적은 전략 사용 양상(M = 2.97)을 보였다.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문항 유형
에서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글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나 추론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독해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문항 유형에서 사용한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매겨보면 빈칸 내용 추론 문제를 제외하고, 나
머지 4개의 문항 유형에서는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총체적 읽기전략(GLOB), 지원적 읽기전
략(SUP) 순의 사용을 보였다. 이는 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2018)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고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읽기전략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모든 유형의
읽기전략 사용 빈도 중 문제해결 읽기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특성상 순수하게 글을 읽는 영어 읽기 수업보다는 문제풀이 중심의 읽기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읽기 과정의 이
해를 돕기보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문제풀이식 독해 활동
에 맞추어진 텍스트와 그에 맞는 읽기전략 만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는 독해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만나게 될 텍스트에 맞는 적절한 읽기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습자들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형의 읽기전략 사용 순위는 표 4와 같다. 내용 일치/불일치에서는 문제해결 읽기전략
(PROB)의 사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학습자들은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M = 4.20, SD = .87). 이어 모르는 단어를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론하기(M = 4.00, SD = 1.01),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
하기(M = 3.84, SD = 1.02),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기(M = 3.81, SD =
0.00),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 읽기(M = 3.70, SD = .95) 순의 전략 사용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 읽기전략(PROB) 중심의 전략 사용은 내용 일치/불일치 문항 유형 지문의 속성과 문제 유형
과 연관이 있다. 문항 유형의 특징 상 텍스트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와 선지에 제시된 내용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가려야 하는 문항이다. 학습자들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한 읽기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
제해결 읽기전략(PROB)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텍스트에 표시를 하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는 지원적 읽기전략(SUP)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 전략의 사용(M = 3.70)을 통
해 학습자들이 제시된 특정한 정보를 읽어 내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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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습자들의 내용 일치/불일치 문형 읽기전략 사용 순위
문항 유형

내용
일치/불일치

순위

문항 번호

1

PROB10

2

PROB11

3

PROB23

4

SUP19

5

PROB15

읽기전략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
간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
측한다.
나는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한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M

SD

4.20

.87

4.00

1.01

3.84

1.02

3.81

.99

3.70

.95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항 유형에서는 전체 학습자들이 다양한 읽기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학습자들은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형에서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해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M = 4.20, SD = .96)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어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기(M = 4.07, SD = 1.02), 모르는
단어에 대해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의미 추론하기(M = 3.97, SD = .99), 연결사들에 초점을 맞
춰 글을 읽는 전략(M = 3.97, SD = 1.07)을 통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두며 전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기(M = 3.92, SD
= 1.02)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총체적 읽기전략(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
(PROB), 지원적 읽기전략(SUP)의 전략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읽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전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사용 순위도 표 5에 제시하였
다. 전체 학습자들은 연결사에 초점을 맞춰 글을 읽는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M = 4.17, SD = .16). 뒤이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기(M = 4.09, SD =
.81), 각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기(M = 4.07, SD = 1.13),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
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기(M = 3.99, SD = 1.06),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맥락을 이용해 추론하기(M = 3.98, SD = .92) 순의 전략 사용을 보인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 자체가 글의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이므로 학습자들은 문장
과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요한 단서가 되는 연결사에 초점을 맞춘
읽기전략을 통해 순서를 파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대명사가 의
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 전략과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글의 전
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각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요소에 주목하여 문
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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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와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 읽기전략 사용 순위
문항 유형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순위

문항 번호

1

GLOB27

2

SUP19

3

PROB11

4

GLOB16

5

PROB15

1

GLOB16

2

PROB10

3

PROB17

4

GLOB27

5

PROB11

읽기전략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
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
측한다.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
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
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
간다.
나는 글을 읽을 때 각각의 대명사가 의미하
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다.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
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
측한다.

M

SD

4.20

.96

4.07

1.02

3.97

.99

3.97

1.07

3.92

1.02

4.17

1.06

4.09

.81

4.07

1.13

3.99

1.06

3.98

.92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형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 사용 순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 읽기(M = 4.09, SD = 1.07), 읽은 내
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기(M = 4.07, SD = .86),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서 힌트 언어 추측하기(M = 3.99, SD = .89),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기(M
= 3.87, SD = .83), 어려운 부분 반복해 읽기(M = 3.79, SD = .91) 순의 전략 사용을 보인다.
총체적 읽기전략 중 연결사나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
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중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여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사용 순위를 보면, 학습자들은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
하기(M = 3.95, SD = .99),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 얻어 추측하기(M = 3.76, SD =
.87), 모르는 단어 넘어가기(M = 3.76, SD = 1.07), 어려운 부분 여러 번 반복해 읽기(M =
3.67, SD = .96), 연결어에 초점 맞춰 읽기(M = 3.63, SD = 1.10) 순의 전략 사용을 나타냈다.
어휘 추론 문제에서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하여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전
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어휘 추론 문제 유형이 주어진 어휘의 단편적인 뜻보다 글 속
에 제시된 어휘가 전체 문맥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
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하거나, 모르는 단어를 넘어가는 전략을 통해 전반
적인 글의 흐름 뿐 아니라 사용될 어휘의 적절성을 파악하려는 전략 사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맥상 낱말에 쓰임이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이때 학습자들이 마주하는 여러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단
어들의 의미를 파악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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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와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 읽기전략 사용 순위

문항 유형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순위

문항 번호

1

GLOB16

2

GLOB27

3

PROB11

4

PROB10

5

PROB15

1

GLOB27

2

PROB11

3

PROB10

4

PROB15

5

GLOB16

읽기전략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
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
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
측한다.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
간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
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
측한다.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
간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나는 “however”와 “besides”같은 연결어
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M

SD

4.09

1.07

4.07

.86

3.99

.89

3.87

.83

3.79

.91

3.95

.99

3.94

.87

3.76

1.07

3.67

.96

3.63

1.10

2. 문항 유형에 따른 영어 성취도별 읽기전략 사용 분석
문항 유형에 따라 성취도 별로 읽기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체적 전략과
문제해결 전략, 지원적 전략별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
저, 총체적 읽기전략(GLOB) 사용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5가지 문항 유형 중 내용 일치/불일
치 파악하기 문형(F = 35.47, p = .000)과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F = 69.01, p = .000) 문형
에서 영어 성취도별 총체적 읽기전략(GLOB)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
서는 성취도에 따른 총체적 읽기전략 사용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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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총체적 읽기전략(GLOB)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분석 결과(N = 286)
문항 유형

학업성취도

N
상위권a
73
내용
중위권b
121
일치/불일치
하위권c
92
상위권a
73
빈칸의 내용
중위권b
121
추론하기
하위권c
92
상위권a
73
글의 순서
중위권b
121
파악하기
하위권c
92
73
상위권a
주어진 문장의
중위권b
121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하위권c
92
상위권a
73
어휘 적절성
중위권b
121
파악하기
하위권c
92
*
**
p < .05, p < .01, ***p < .001

총체적 읽기전략 (GLOB) 사용

M

SD

3.32
2.81
2.80
3.25
3.50
2.84
3.17
3.37
3.27
3.32
3.12
3.03
2.84
2.94
2.98

.45
.45
.45
.40
.44
.35
.53
.65
.73
.61
.93
.48
.55
.78
.28

F

p

35.471

.000

69.016

.000

a < b,
b > c,
a > c

2.268

.105

n/a

1.265

.284

n/a

.997

.370

n/a

Scheffe
a

> b, c

구체적으로 내용일치/불일치 문형의 경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상위권과 중위권, 상위권과 하
위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M = 3.32, SD = .40)이 중위권
(M = 3.50, SD = .44)과 하위권(M = 2.80, SD = .45)보다 총체적 읽기전략(GLOB) 사용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형에서는 Scheffe 사후 검
정 결과 상위권과 중위권, 상위권과 하위권, 중위권과 하위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M = 3.25, SD = .40)이 중위권(M = 3.50, SD = .44)과 하위권(M =
2.84, SD = .35)보다 각 –.25 유의확률 .000, 평균차 .40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위권과 하위권의 평균차는 .6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전략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유형에 따라 성취도 간에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5가지 문항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문제 유형에서 성취도 간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참조). 내용 일치
/불일치 문형에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 평균을 분석한 결과, 상위권(M = 3.71, SD =
.46)이 중위권(M = 3.30, SD = .40)과 하위권(M = 3.07, SD = .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은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위권 학습자들도 하위권 학습자들
에 비해 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
형에서도 상위권(M = 3.90, SD = .30) 학습자들이 중위권(M = 3.69, SD = .55)과 하위권(M
= 3.23, SD = .50)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빈번한 전략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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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유의도 검증(N = 286)
문항 유형

학업성취도

N
상위권a
73
내용
중위권b
121
일치/불일치
하위권c
92
상위권a
73
빈칸의 내용
중위권b
121
추론하기
하위권c
92
상위권a
73
글의 순서
중위권b
121
파악하기
하위권c
92
73
상위권a
주어진 문장의
중위권b
121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하위권c
92
상위권a
73
어휘 적절성
중위권b
121
파악하기
하위권c
92
*
**
p < .05, p < .01, ***p < .001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사용

M

SD

3.71
3.30
3.07
3.90
3.69
3.23
3.73
3.75
3.32
3.74
3.58
3.13
3.58
3.55
3.16

.46
.40
.37
.30
.55
.50
.57
.67
.66
.65
.83
.84
.57
.65
.55

F

p

scheffe

51.74

.000

a > b,c
b > c

42.638

.000

a > b,c
b > c

13.714

.000

a,b > c

13.699

.000

a,b > c

13.926

.000

a,b > c

또한, 중위권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평균도 하위권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 사용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3.714, p = .000).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하위
권 학습자(M = 3.32, SD = 0.66)들의 전략 사용이 상위권(M = 3.73, SD = .57) 중위권(M =
3.75, SD = .6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문장의 적합
한 위치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하위권(M = 3.13, SD = .83)학습자들의 문제해결 읽기전략
(PROB) 사용의 평균이 상위권(M = 3.74, SD = .65)과 중위권(M = 3.58, SD = .8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상위권(M
= 3.58, SD = .57)과 중위권(M = 3.55, SD = .65)에 비해 하위권(M = 3.16, SD = .55)의
전략 사용이 통계적으로 적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유형에 따라 성취도별 지원적 읽기전략(SUP) 사용에 있어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제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5가지 문항 유형 중 내용일치/불
일치 문형을 제외한 4가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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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원적 읽기전략(SUP) 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분석 결과(N = 286)
문항유형

학업성취도

N
상위권a
73
내용
중위권b
121
일치/불일치
하위권c
92
상위권a
73
빈칸의 내용
중위권b
121
추론하기
하위권c
92
상위권a
73
글의 순서
중위권b
121
파악하기
하위권c
92
73
상위권a
주어진 문장의
중위권b
121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하위권c
92
상위권a
73
어휘 적절성
중위권b
121
파악하기
하위권c
92
*
**
p < .05, p < .01, ***p < .001

지원적 읽기전략(SUP)사용

M

SD

2.52
2.72
2.67
3.06
3.68
2.93
3.23
3.29
3.14
3.08
3.10
2.77
2.91
3.04
2.62

.64
.54
.61
.63
.76
.41
.57
.56
.96
.86
.51
.50
.78
.58
.45

F

p

Scheffe

2.591

.077

n/a

42.897

.000

b > a, c

8.951

.000

a,b > c

8.256

.000

a,b > c

13.466

.000

a,b > c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문형에서는 중위권(M = 3.68, SD = .76)이 상위권(M = 3.06, SD =
.63)과 하위권(M = 2.93, SD = .41)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전략 사용 빈도를
보였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형에서는 하위권 학습자(M = 3.14, SD = .96)들이 상위권(M =
3.23, SD = .57)과 중위권(M = 3.29, SD = .56)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전략
사용을 보였다.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하위권 학습자(M = 2.77, SD =
.50)들이 상위권(M = 3.08, SD = .86)과 중위권(M = 3.10, SD = .51) 학습자들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전략 사용 평균을 보였다.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문형에서도 앞선 유형들과
동일하게 상위권(M = 2.91, SD = .78)과 중위권(M = 3.04, SD = .58)에 비해 하위권 학습자(M
= 2.62, SD = .445)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전략 사용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총체적 읽기전략(GLOB),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지원적 읽기전
략(SUP) 사용의 평균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그림 2 참조).

A: 내용일치/불일치 B: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 C: 글의 순서 파악하기
D: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기 E: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그림 2. 문항 유형별 읽기전략 사용 차이 – 집단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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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이고 신중하게 계획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을 감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략인 총체적
읽기전략(GLOB)은 상위인지 읽기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상위인지 읽기전략은 읽기 과정에서 글
의 내용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계획하고 감시, 수정하고 평가하며 학습에 대한 지식
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Harris and Hodges 1995)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무슨 정보가 요구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전략을 인식하며 자신의 사고를 거쳐 얻어진 결과물을
반성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Flavell 1979). 이처럼 자신의 읽기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
기 위한 전략인 총체적 읽기전략(GLOB)의 사용은 상위권 학습자들이 중위권과 하위권에 비해 빈
번하게 상위인지 전략들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위권 학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읽기전략들은 텍스트의 내용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르는 단어를 글의 맥락을 활용하여 추측하고 단어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는 않으며, 연결사와 같은 단어의 활용으로 글의 흐름을 이용하여 읽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일치/
불일치 여부에 대해 글을 읽으면서 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공적인 학습자는 읽기를 의미
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며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Kamhi-Stein
2003). 이는 전반적으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 사용이 다른 중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에 비
해 모든 문제 유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중위권 학습자들도 상위권
학습자들과 비슷한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이나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하고,
선지를 먼저 읽은 뒤 글을 읽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위권 학습자들은 유독 빈칸 내
용 추론하기 문제 유형에서 상위권과 다르게 총체적 읽기전략과 지원적 읽기전략을 빈번하게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상위권 학습자들과는 다르게 문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신경을 쓰며 읽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두괄식, 미괄식 구조를 사용한 영
어 지문의 특성을 활용하여 글의 요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 유형에서 상위권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을 유독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이
러한 전략 사용의 차이가 두 집단의 성취도 차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권 학습
자들의 전략 사용 양상을 보면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상향식 읽기 과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읽거나 글의 난이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단어들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는 포기하
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략의 사용이 지
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 사용보다는 회피와 관련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 유형별 학습자의 읽기 영역 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읽기전략 지도에 대해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험을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읽기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고 읽기전략 설문을 실시
하여 읽기전략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들은 문항 유형별로 사용하는 읽기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433

Hyesun Ahn & Jiyoung Bae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reading strategies
by different reading question types

전체 학습자들은 일치/불일치 파악하기,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하
기, 문맥에 따른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의 유형에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을 가장 많이 사용
하며 이어 총체적 읽기전략(GLOB), 지원적 읽기전략(SUP)의 순의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인다. 반
면, 빈칸의 내용 추론 문제 유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을 가장 많이 사용하
며 이어 지원적 읽기전략(SUP), 총체적 읽기전략(GLOB) 순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
통적으로 문제해결 읽기전략(PROB)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영주(2008)
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전략 사용 빈도 중 총체적 읽기전략(GLOB)이 가장 높았다
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순수하게 글을 읽기보다는 시험 문제 풀이
중심의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읽기 시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전략 사용이 더 높
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전략 사용 순위를 조사하였
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유형별로 정답을 찾기 위해 적절한 읽기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둘째, 영어 읽기 영역 성취도에 따른 학습자의 읽기전략 사용에는 문항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권 학습자들은 유형별로 정답을 찾기 적절한 읽기전략들
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위권 학습자들도 상위권 학습자들과 전략 사용 빈도의 순서는 다르지만 대
체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위권 학습자들은 대체로 모르는 단
어는 넘어가기, 어려움을 느낄 때 글 읽기를 포기하기 등의 회피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이 유사한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하위권 학
습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항 유형과는 관계없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황민영
(2009)의 연구에서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
순 찍기나 준비전략 단계의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은 읽기 과업에 따라 다른 읽기전략을 구사하며 읽기 과정을 주도
적으로 학습하는 반면, 하위권 학습자들은 눈에 띄게 소극적인 읽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교수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권의 학습자들과 달리 중위권
학습자들과 하위권 학습자들은 문항의 목표와는 다른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위권 학습자들의 경우에 문항 유형별로 상위권 학습자들과 비슷한 읽기전략 사용 양상을 보이기
도 하였지만, 빈칸의 내용 추론하기와 같은 어려운 문형에서의 차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위권 학
습자들에게 적절한 읽기전략 교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위권 학습자들의 경우에 문제 유형
과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같은 읽기전략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위권 학습자들의
세부적인 읽기전략을 살펴보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회피하는 전략들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어와 문법과 같은 기본적 언어 자원이 부족한 하위권 학습자들이 능숙한 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언어적 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읽기전략에 대한 교수가 필요
해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가지는 교육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능숙한 독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교사들이 영어 읽기 영역 성취도와 주어진 문제 유형에 따라 각 성취도별 학습자들
이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하위권
학습자들에게 읽기전략은 언어적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하위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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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공통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거나 문항 유형에 적절하지 않은 전략을 사용
하려는 모습을 통해 교사는 하위권 학습자들에게 전략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성취도별로 명시적 읽기전략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연구가 문제 유형에 대해 상
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을 양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가 속해있는 중위권 학습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위권 학습자들은 상위권 학습자들이 사
용하는 읽기전략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전략 사용과 비교하여, 문제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위권 학습자들에게는 문제 유형에 따라 상·중위
권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읽기전략을 제시하고 각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어 읽기전략 지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고도의
사고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전략 사용을 인식하
고 문제 유형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읽기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읽기전략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제시된 조각난 생각과 의견들을 조절하고 확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동적
이며 적극적인 읽기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지도가 필요하다. 중위권과 하위권 학습자들
의 미숙한 전략 사용은 정의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읽기 과정 중 만나게 되는 문제
를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읽기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적절한 읽기전
략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정의적 측면을 고려
하여 읽기전략 사용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읽기 과정 중 어
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읽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문항 유형별로 사용하는 읽기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읽기전략의 적절한 사용은 학습자가 비단 특정한 영어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 뿐 아니라 영어로 된 텍스트를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읽기전략에 관한 영어 읽기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나 이해가 안 되는 텍스트를 접할 때 다양한 전략 사용을 사용하여 언어적 부족을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성취도별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읽기전략 지도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능도 통합적으로 발
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언어학습 전략 학습 방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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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1
2

GLOB

3
6
16
18
25
27
30
31
4

PROB

5
9
10
11
12
15
17
23
26
19
20

SUP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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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나는 글의 구성이나 길이와 같은 장르(기사, 과학지문, 소설)의 특성을 먼저 살펴
본다.
나는 선지를 먼저 읽은 뒤 글을 읽는다.
나는 문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신경을 쓰며 읽는다.
나는 “however”과 “besides”같은 연결어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읽는다.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의 내용 중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특징들을 눈
여겨 본다.
글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을 부분과 무시할 부분을 결정한다.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글에 대해 추측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해본다.
나는 글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나는 구와 절과 같은 의미 단위를 신경 쓰며 읽는다.
e.g. I think . that I know that tall boy . standing over there.
나는 주어와 목적어 등과 같은 문장 성분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는다.
나는 어려움을 느끼면 글 읽기를 포기한다.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모르는 단어를 접두어, 어근, 어미로 나누어 의미를 이해해보려 노력한다. e.g.

un-friend-ly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나는 글을 읽을 때 각각의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다.
나는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한다.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읽는 것을 멈춘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나는 글을 읽는 동안 메모를 한다.
글에 제시된 내용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글의 앞,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며
읽어본다.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해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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