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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Young. “Effectiveness of the Vocabulary Gloss in L2 Learning: A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251-268.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effects of using vocabulary gloss on Korean EFL students' L2 competence. In order to do so, 

a quantitative meta-analysis of 42 research findings in 15 studies was carried out to synthesize the effects 

of gloss by calculating mean effect sizes. Based on the result of homogeneity test (Q=241.423, df=41, 

p=.000), random effect model was adopted as the meta-analysis model. And then, the mean effect size 

was computed by using the individual effect size of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using 

vocabulary glos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had the beneficial effects in general (d=.680).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founded between the effect sizes of vocabulary (d=.940) and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d=.219) (Q=20.806, df=1, p=.000). Finally,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oposed. (Jeon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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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후 음성 언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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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강조되면서 문자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연경, 정동빈, 2010).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문자 언어 능력이 중요하며, 

다독 등을 통해 학습자가 적절한 수준의 읽기 자료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도 학습자의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김경한, 이수영, 정화용, 

최영은, 2015; Day & Bamford, 2002; Krashen, 1989). 이때 특정 읽기 자료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어휘의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이제영, 김정렬, 2013; Laufer, 1992; Nation, 1990). 특정 텍스트에 학

습자들에게 어려운 어휘가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어휘를 강화된 입력(enhanced 

input)으로 제공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주석(gloss)이다. 

주석은 제공되는 텍스트의 여백이나 빈 공간에 메모의 형태로 특정 어휘의 의미, 

번역, 또는 동의어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Larsen-Freeman & Long, 1991; 

Nation, 2001).

  이러한 주석의 활용은 읽기 과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암시적인 입

력 강화 기법임과 동시에 어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독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에 영어 읽기에서 주석의 효과를 

살펴보는 많은 선행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속 변인 중심으

로 살펴보면 어휘 주석의 사용이 어휘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

구(신호선, 2003; 주성재, 홍선호, 2015; Hulstjin, Hollander & Greidanus, 

1996)와 읽기 또는 독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오준일, 이소연, 

2002; 임상희, 김경한, 2015), 또는 이 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

펴본 연구(김현아, 2012; Jacobs, Dufon & Fong, 1994; Ko, 1995; Ma & Cho, 

2015)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어휘 주석의 활용은 읽기 자료에 어휘의 의

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뜻, 동의어 등)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휘와 

관련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언어 관련 능력의 신장보다는 어

휘 그 자체, 또는 문자 언어 능력 중 어휘 능력의 신장과 가장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읽기 능력 중심으로 그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마다 상이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

시 상이하다. 즉 어휘 주석의 효과와 관련한 통합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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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어휘 주석 관련 실험 연구의 결

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석의 활용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보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영어 수업에서 어휘 주석 활용의 전체적인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국내 영어 수업에서 어휘 주석 활용의 변인별(주석 유형, 종속변인) 효

과는 어떠한가?

II. 영어교육에서의 어휘 주석

보통 어휘 주석은 외국어 학습자의 독해 과정을 촉진시키고 돕기 위해 제공된

다. Nation(2001)은 어휘 주석은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는 짧은 정의(definition)

나 동의어(synonym)’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석은 텍스트의 좌·우측 

또는 하단 여백에 제공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독해 과정에 방해를 받지 않고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 주석에 대한 효용

성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어휘 주석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abe(1988)는 어휘의 의미

를 사전이나 주석의 도움 없이 학습자 스스로 유추하는 문맥적 접근(contextual 

approach)과 어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정의적 접근(definitional 

approach)으로 구분했을 때, 정의적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해당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에게 가

장 편한 언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Nation(2001)은 빈도가 낮은 단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르치는 것

보다는 모국어 해석을 주석 형태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

은 어휘 주석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려운 텍스트라 할지라도 주석과 함께라면 수정되거나 단순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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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자칫 잘못 추론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셋째, 사전 사용이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 것에 비해, 주석은 읽기 과정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넷째, 어휘에 주목함(noticing)으로써 어휘 학습과 독해 과정를 촉진시킨다.

앞선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휘 주석이 문맥적 정보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

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독해를 돕고 나아가 어휘 학습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호선(2003)은 어휘 주석의 활용은 학습자로부터 어휘의 의

미를 학습자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단어처리 과정의 양을 감소시

키기 때문에 해당 어휘가 장기기억에서 보유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ebersold와 

Field(1997)는 모르는 단어를 마주쳤을 때 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삼 단

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기 위해 단어 주변의 문맥(context) 활용하기

②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부분(접두사, 접미사 등) 분석하기

③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사전 활용하기

이러한 단계별 전략을 살펴보면 사전 혹은 주석의 사용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

하며, 즉 주석의 활용은 학습자가 1, 2단계의 전략을 사용할 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메타분석의 성패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1차 연구물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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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좌우될 정도로 메타분석 대상 연구물들을 수집 및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

하다(오성삼, 2002). 즉,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연구물들을 빠짐없이 수집하는 작

업이 메타분석이 의도하는 신뢰롭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Leandro, 2005; Littell, Corcoran & Pillai, 2008).

본 연구는 관련 연구를 면밀하게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

다. 먼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RISS(www.riss.kr)와 KCI(www.kci.go.kr)을 통

해 ‘주석’, ‘어휘 주석’, ‘gloss’, ‘glossing’과 같은 다양한 주제어를 활용해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연구물의 참고문헌을 확인

하여 주제어 방식으로 검색되지 않은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의 선정은 1차 수집된 연구물을 연구자가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① 어휘 주석 활용을 독립변인으로, 영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와 같은 심리내

적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실험 연구.

② 메타분석에 필요한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 수 등의 통계치가 연구 결과에 

명확하게 제시된 연구.

③ 기술통계값(평균과 표준편차)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유의도, t, F 값 등의 통계값이 제시된 연구.

이러한 수집 및 선정 과정을 통해 15개 연구에 포함된 42개의 개별 연구 사례

를 최종 메타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3.2 분석 기준 및 코딩

최종 분석대상을 결정한 후, 각각의 연구들을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한 기

준에 따라 특성별로 분류하는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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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타분석 대상 분류를 위한 분석 기준

변인 코딩값

1. 연구 출처 (1) 학술지 (2) 학위 논문

2. 연구 대상
(1) 유치원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대

학생 이상

3. 실험 설계 (1) 통제집단 없음 (2) 통제집단 있음

4. 주석 언어 (1) 한국어 (2) 영어

5. 종속 변인 (1) 어휘 (2) 읽기

먼저 1번 연구 출처는 메타분석 대상 연구를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구

분하였다. 메타분석의 대상 설정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이유로 학술지 논문만

을 메타분석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Norris & Ortega, 2000), 학술지 논문

과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Taylor, Stevens & Asher, 

2006), 또는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권태환, 김

정렬, 2012; 이제영, 2012) 등 기준이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의 경우 메

타분석 대상 선정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학술지 논문이 3편에 불과했기 때

문에 연구 대상 수의 확보를 위해 석/박사 학위 논문도 메타분석 대상에 포함시

켰다.

2번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성인 등 학교급

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코딩 도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wack, 

2013)가 발견되어 연구 대상에 유치원생을 추가하였다. 3번의 실험 설계에서는 

통제집단 없이 실험 집단만이 구성된 전실험 설계(pre-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연구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모두 설정된 준실험 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를 채택한 연구를 분류하였다. 4번의 주석 언어는 

주석, 즉 특정 단어의 의미나 설명이 한국어로 제시된 경우, 영어로 제시된 경우

로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기준인 종속 변인은 어휘 주석의 활용이 언어 능력과 정의적 영역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주는지 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상정한 기준이다. 

1차로 설정한 기준에서는 듣기, 말하기, 문법과 같은 언어능력, 자신감, 흥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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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의적 요인들도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 속

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휘와 읽기 영역에 주석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종속 변인만을 분석 기준에 포함시켰다.

3.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데이터의 입력은 선정된 논문들의 변인별 코딩 결과와 논문에 제시된 연구 결

과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정리되며, 데이터 입력과 정리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 Excel을 활용하고자 한다. 정리된 자료는 메타분석용 통계 소프트웨어인 

Comprehensive meta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입력 후에는 메

타분석을 실시하여 각 연구 결과의 개별 효과 크기를 산출한 후, 연구 전체의 평

균 효과 크기와 앞서 코딩한 변인별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주석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메타분석은 다른 통계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황정규(1988)는 동질성의 문제, 연구의 질에 관한 문제, 연구의 독립성에 관

한 문제, 그리고 유의도 수준에 따른 오류 가능성 등의 원인이 메타분석의 오류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오류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각 연구의 효과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으로 나온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동질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Q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근거해 메타

분석의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개별 연구의 질 차이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

해 개별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역변량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메타분석의 결과 해석, 즉 평균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1998)이 제시한 기

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는 ‘.20 이하’의 효과크기를 ‘작은 효과크

기(small effect size)’, ‘.50’의 효과크기를 ‘중간 효과 크기(medium effect 

size)’, ‘.80 이상’의 효과크기를 ‘큰 효과 크기(large effect size)’로 해석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효과크기가 음수(-)인 경우는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이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을 때를 의미한다. 한편 

Plonsky와 Oswald(2014)는 외국어 교수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분야의 효과크기는 Cohen이 제시한 기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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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작은, 중간, 콘 효과크기의 기

준을 각각 .40, .70, 1.00으로 0.20씩 상향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

적인 Cohen의 기준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Plonsky와 Oswald의 기

준도 함께 염두에 두고 결과를 살펴보길 바란다.

IV. 연구 결과

4.1 연구 사례별 코딩 결과와 개별 효과크기

최종 메타분석 대상인 15개 연구에 수록된 42개의 개별 연구 사례를 <표 1>

에서 제시하였던 분석 기준에 의해 분류한 코딩 결과와 각 사례별로 산출한 개별 

효과크기(d)를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선정된 연구의 상당 수가 어떠한 

주석 유형을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종속 변

인도 대부분 어휘와 독해 능력에 집중되어 있어, 처음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주석 유형과 정의적 영역의 종속 변인 부분은 활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개별 효과크기는 최대 –0.305에서 최소 2.300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표 2> 연구 사례별 코딩 결과와 개별 효과크기

연구
연구 

출처

연구 

대상

실험 

설계

주석 

언어

종속 

변인
d

김현아 (2012)
1 4 1 1 2 .118

1 4 1 2 2 .144

최성묵 (2016)
1 4 2 1 1 1.864

1 4 2 2 1 2.300

Ha (2016)
1 4 2 1 2 .725

1 4 2 2 2 .370

김성민 (2014)
2 3 2 1 1 .238

2 3 2 2 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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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2015)
2 2 2 1 1 .864

2 2 2 2 1 1.183

배기호 (2009)
2 4 2 1 2 .271

2 4 2 2 2 -.235

서민정 (2009)
2 3 2 1 2 .465

2 3 2 2 2 .470

신호선 (2002)
2 4 1 1 1 1.280

2 4 1 2 1 .650

안효영 (2009)
2 3 2 1 2 .265

2 3 2 2 2 .394

한나래 (2016)

2 4 2 1 1 .399

2 4 2 2 1 .239

2 4 2 1 1 .5732

2 4 2 2 1 .352

Jo (2014)

2 3 2 1 2 -.279

2 3 2 2 2 -.305

2 3 2 1 1 .602

2 3 2 2 1 .504

Jung (2013)

2 5 2 1 1 1.7892

2 5 2 2 1 .8622

2 5 2 1 1 1.219

2 5 2 2 1 1.117

Kwack (2013)

2 1 2 1 1 1.580

2 1 2 2 1 .708

2 1 2 1 1 2.082

2 1 2 2 1 1.145

Lim (2015)

2 3 2 1 1 .891

2 3 2 2 1 -.042

2 3 2 1 1 1.753

2 3 2 2 1 1.000

Sohn (2011)

2 5 2 1 2 .205

2 5 2 2 2 .277

2 5 2 1 1 1.425

2 5 2 2 1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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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질성 검정과 평균 효과크기

개별 효과크기를 종합한 결과인 평균 효과크기의 산출 이전에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여 본 메타분석에서 활용할 모델을 결정하였다. Q-검정 결과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들 결과들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Q = 

241.423, df = 41, p = .000),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 있는 개별 효과크기를 기초로 산출된 주석 활용 연구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주석 활용의 평균 효과크기

  랜덤효과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영어 수업에서 주석을 활용했을 

경우 .680(z = 7.458, p = .000)의 평균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이는 중간 효과

(d = .50)와 큰 효과(d = .80)의 중간 정도의 크기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값이었다(p = .000).

4.3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 사례들을 사용된 주석 언어, 종속 변인 등으로 분

류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별로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는 Q-검

정을 통해 변인별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4.3.1 주석 언어별 평균 효과크기

주석에 활용된 언어를 한국어와 모국어로 구분하여 주석 활용의 효과에 어떠

사례수

(k)

효과크기

(d)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z p

고정 42 .614 .543 .685 16.855 .000

랜덤 42 .680 .501 .858 7.45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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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주석 언어별 평균 효과크기

  먼저 주석에 활용된 언어에 따라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한국어 주석은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815 (z = 6.127, p = .000)의 평균 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영어 주석은 중간 효과크기를 약간 상회하는 .547 (z = 4.461, p = .000)

의 평균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주석과 영어 주석 사이에는 .20 

가량의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은 아니었다(Q = 2.203, df = 1, p = .138).

4.3.2 종속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다음으로 주석에 활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주석의 활용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어휘와 독해의 2가지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5> 종속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주석의 활용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940(z = 

8.229, p = .000)로 큰 효과크기 이상이었다. 반면 독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219(z = 2.738, p = .006)였다. 이러한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의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Q = 

20.806, df = 1, p = .000). 즉 활동된 언어에 상관없이 주석의 활용은 독해력보

사례수

(k)

효과크기

(d)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z p

한국어 21 .815 .554 1.076 6.127 .000

영어 21 .547 .306 .787 4.461 .000

사례수

(k)

효과크기

(d)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z p

어휘 28 .940 .716 1.164 8.229 .000

독해 14 .219 .062 .375 2.73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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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어휘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지니고 있었으며, 독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4.3.3 종속변인별 한국어 주석의 평균 효과크기

  다음으로 한국어 주석의 효과를 종속변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종속변인별 한국어 주석의 평균 효과크기

  한국어 주석의 활용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1.118(z = 7.366, p = 

.000)로 큰 효과크기를 상회하였다. 반면 독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270(z = 

2.738, p = .006)으로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했다. 이러한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

의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Q = 20.737, df = 1, p = 

.000).

4.3.4 종속변인별 영어 주석의 평균 효과크기

  다음으로 영어 주석의 효과를 종속변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 8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8> 종속변인별 영어 주석의 평균 효과크기

사례수

(k)

효과크기

(d)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z p

어휘 14 1.118 .821 1.416 7.366 .000

독해 7 .270 .058 .481 2.497 .013

사례수

(k)

효과크기

(d)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z p

어휘 14 .761 .444 1.079 4.703 .000

독해 7 .168 -.075 .411 1.35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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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영어 주석의 활용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761(z = 4.703, p = 

.000)로 큰 효과크기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독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168(z = 1.354, p = .176)로 작은 효과크기에 약간 미치지 못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영어 주석은 독해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향

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의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Q = 8.472, df = 1, p = .00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 주석의 활용이 어휘력과 독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총 15개 연구에 수록된 42개의 연구 사례를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하였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 지도에 있어 주석 활용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680(z = 7.458, p

= .000)으로 중간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석된 

활용된 언어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분류한 후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

한 결과, 한국어 주석의 효과(d = .815, z = 6.127, p = .000)가 영어 주석의 경

우(d = .547, z = 4.461, p = .000)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Q = 2.203, df = 1, p = .138). 마지막으로 주

석 활용의 효과를 종속 변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어휘력에 미친 영향(d = 

.940, z = 8.229, p = .000)이 독해 능력에 미친 영향(d = .219, z = 2.738, p

= .006)보다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Q = 20.806, df = 1, 

p = .000).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해 주석 활용의 전체적인 효과를 거시적으로 종합

하였다. 연구의 초기 계획은 주석 활용의 전반적인 효과는 물론 주석의 제시 방

식(정의 제시, 동의어 제시 등), 주석의 유형(문자, 이미지 등)에 따른 차이, 주석

의 위치 등과 같은 조절 변인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코

딩 및 분류 작업 중 어떠한 형태로 주석을 활용했는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

아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차후 후속 연



264 이  제  영

구에서는 이처럼 보다 다양한 조절변인으로 구분하여 주석 활용의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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