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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4.3, 363-376.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lephone English conversation class as a medium, which provides 

adult Korean EFL learners with one‒to‒one conversations with English native 

speakers.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these conversations on the EFL 

learner’s speaking performance in terms of the CAF(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This is a case study about a Korean advanced EFL learner who 

participated in conversations with English native speakers through phone call for 

five months.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learner were 

transcribed and the changes in the learner’s utterance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degree of complexity and the fluency of the 

learner’s speaking increased during the period. The learner produced longer and 

more complex sentences with multiple clauses. Also, the learner made more 

utterances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more telephone English convers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the accuracy of speaking has decreased and the 

accurate use of verb forms abided by tense and agreement rules showed no shift 

in terms of L2 language development.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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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 학습자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즉, 여러 매체를 통해 영어에

의 노출이 보다 빈번하며, 실제적인 듣기를 할 수 있으며, 읽기 자료 또한 보다 손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말하기와 같은 출력(output)의 경우, EFL환경의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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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교실 수업 상황을 벗어나면 영어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다. 교실 밖 상황 역시 어느 곳을 가든 한국

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직업적 환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다. 그 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이 말하기와 같은 언어 수행 능력(language performance)에서

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전반적인 영어 능력에 비추어 유독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영어학

습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학습자들이 여러 경로로 말하기 연습을 시도해왔고, 최근에는 전화영어가 관심을 받게 되었

다. 기존의 영어 회화 수업에 참여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을 받는 영어 학습자들은 전화를 통한 영어 회화 수

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화영어 수업은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영어공부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3000억 원이 넘은 시장에 800여개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재경일보, 

2012. 1. 25). 이들 업체들은 스마트폰등에 어플 등을 설치하여 외국에 있는 강사들과 다양한 시간에 일대일 영어회화 수

업을 진행한다. 특히 비용 면에서 오프라인 영어회화의 약 6분의 1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충

청일보, 2018. 7.12). 사교육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전화영어가 많이 사용된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은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어민 전화영어 회화 교육을 기획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을 선발하여 방과 후 10분씩 전화영어 수업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방행정신문, 2018. 

5. 28).

그러나 이러한 전화영어 수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EFL환경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비교적 장기간동안 전화영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영어 말하

기 능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화영어에 참여한 한 EFL 한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출력 부분을 분석하여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에서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연구자는 영어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비해 말하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

어진다고 판단하여 말하기 기회를 얻고자 전화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화영어를 실시했던 시기에는 이를 연구

의 대상으로 삼을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수업이 진행된 5개월여의 시간 이후 연구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말하

기 능력의 변화 이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탐구심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전화영어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사례연구가 적고, 대부분 대단위 교실에서 영어수업의 일부로 전화영어

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설문으로 묻는 연구였다(박은영, 2012; 정숙경, 2012).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원어민

과 EFL 학습자의 전화영어 대화를 전사하여 시기별로 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전화영어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같이 전화영어에 관심이 있는 영어학습자들과 교사들에게 

전화영어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말하기 기회제공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 전화영

어 활용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전화영어 대화를 통해 EFL 학습자 발화의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측면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전화영어를 통한 EFL학습자의 말하기 기회의 확대와 이로 인해 변화된 말하기 능력을 복잡성, 정확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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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각 분석 지표의 정의와 성격을 알아보고 전화영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2.1 복잡성(Complexity)

복잡성을 정의하며 Ellis(2003)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화하는 언어의 정교함과 다채로움의 정도라고 하였다. 

Ortega(2003)는 통사적 복잡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는 통사적 성숙도(syntactic maturity)나 언어적 복잡성(linguistic 

complexity)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통사적 복잡성은 발화의 표면에 나타난 언어적 형태의 범위와 그 복잡성

의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Norris와 Ortega(2009)는 통사적 복잡성의 발전을 학습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3단계로 제시했

는데, 초급 학습자는 등위접속사로 연결하는 대등연결(coordination)로 시작해, 중급 학습자가 되면 종속절과 연결되는 

종속연결(subordination)을 거쳐, 고급 학습자는 보다 복잡한 어휘를 사용하는 명사화(nominalization)의 양상을 보인다

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Bergman과 Abrahamsson(2004)도 통사적 복잡성의 발전단계로, 초급 학습자의 경우, 

‘and,’ ‘but,’ ‘then’과 같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연결사를 사용하고, 중급 학습자는 종속절과 같은 복잡한 문장 구조의 사

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고급 학습자는 다중의 종속절과 to부정사와 같은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Lintunen and Makila, 2014에서 재인용).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단위 문장당 평균 절의 수를 계산하여 그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된

다. Foster등(2000)은 기존의 문장 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T‒unit을 구어체 문장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AS‑unit을 제안하였다. AS‑unit이란 종속절과 함께하는 독립절이나 절 이하의 단위로 구성된 단일 화자의 발화를 의미

한다.

2.2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은 학습자가 말하기 등의 수행에서 오류를 피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kehan and Foster, 1999). 정확성을 측정

하는데 Yuan과 Ellis(2003)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체 절에서 무오류 절(error‒free clause), 즉 어

떤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 절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류란 통사적, 형태론적, 어휘적 선택과 관련된 모든 오

류를 포함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정확한 동사 형태, 즉 시제, 상, 조동사, 주어‑동사 일치의 측면 등에서 오류가 없이 정확하

게 사용된 동사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오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통사적, 형태론적, 어휘적 선택과 관련된 모든 

오류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어휘적 오류는 어휘 형태나 연어(collocation)에 있어서의 오류도 포함된다고 하였

다(Yuan and Ellis, 2003; Polio, 1997).

또한 Kormos와 Trebits(2009)는 L2 학습자가 과거 시제 동사, 관계대명사절, 절의 사용에 있어 오류가 없는지 분석하

여 학습자 언어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Skehan과 Foster(2012)는 정확성 측정의 대안적 방법으로 오류가 없이 정확하

게 사용된 절의 길이를 단어 수로 측정하여 그 수치의 최대치를 비교하였다. Tonkyn(2012)은 정확성 측정을 위해 하나

의 오류가 나타나기 전까지 발화된 단어 수를 구하였다.



366 ∙ Seon, Hyun-Myung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4, No. 3, 2018

2.3 유창성(Fluency)

유창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나와 있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Fillmore(1979)는 유창한 

화자란 넓은 범위의 맥락 안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Lennon(2000)은 유창성을 실시간 처리의 시간

적 제약하에서 생각이나 의사소통적 의도를 빠르고, 부드럽고, 정확하고, 명확하며,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Segalowitz(2000)은 유창한 L2 화자란 L2를 모국어 만큼 빠른 속도로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휴지, 오류 없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Lennon은 유창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발화의 속도와 관련된 시간적 측정방

법(temporal measure)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반복, 잘못된 시작과 같은 현상을 포함하는 망설임 표지(hesitation markers)

가 그것이다. 또한 Kormos과 Denes(2004)는 유창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1분당 발음된 음절의 수인 발화 속도와 0.25초 

이상의 휴지 사이에 발화된 음절의 평균수인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runs)를 제시하였다. 유창성의 측정 도구로 

발화속도를 언급하는 가운데, Kim(2012)은 발화 속도와 반복의 수 사이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반복

이 적을수록 발화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Skehan과 Foster(2012)는 유창성의 측정방법으로 발화 길이(Length of 

Run: LOR)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반복과 같은 유창성을 저해하는 표지(disfluent marker)의 방해 없이 발화된 평균 단어

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들 연구에서 원어민 화자는 평균 4.5~6.0단어를 방해 없이 발화한 반면, 비원어민 화자는 즉흥적 

발화와 계획된 발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3.5단어를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vakoli, Campbell, McCormack(2016)는, L2 유창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

지만, 어떠한 척도가 유효한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발화의 속도나 휴지의 빈도를 

유창성 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은 L2 학습자의 독백을 분석한 것이었다. 즉, 학습자는 주어진 그림

이나 비디오 클립 등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거나, 특정한 주제나 조건에 맞게 발화하도록 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독백의 경우, 발화의 속도가 빠르거나 휴지가 적다는 것은 화자가 유창하게 발화를 이어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독백이 아닌 대화를 다루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

지가 있다. 독백의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의 발화의 양과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화의 경우 수시로 말이 끊

겨 휴지가 생기고 대화상대자에 의한 끼어들기가 빈번하여 상황에 따라 발화의 속도도 일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독

백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화의 유창성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4 전화영어

전화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에비해 실제로 그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

의 전화 대화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정숙경(2012), 박은영(2012), 조선과 신동일(2014), Kim(2012)이 있다. 정숙

경(2012)과 박은영(2012)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 수업의 보충활동으로 전화영어를 활용한 후 참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 전화영어 회사의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 반면, 후자

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화영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정숙경(2012)은 대학생들이 국내 전

화영어 업체의 수업에 10주간 참여하도록 하여 이중 5명의 대화녹음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전화영어 회사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수업 참여 전후 2차례 응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고, 설문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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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또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전화영어 수업이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감소뿐 아니라, 듣기 능력, 오래 말하기, 단어 

구사력, 적절한 대응 방식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주제 주도 빈

도수가 늘어나고 휴지의 빈도도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박은영(2012)은 한 대학에 개설된 영어회화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2회에 걸쳐 각 5분씩 총 10분 동안 학교에서 제공하

는 원어민 교사와의 전화영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업이 진행된 이후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전화영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과 수업 과정의 특징 및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서 학생 다수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짧

은 통화 시간과 시스템상의 불완전성으로 발생한 통화품질의 문제를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

위의 두 연구가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전화영어의 효용성에 대해 고찰한 반면, 조선과 신동일(2014)의 연구는 전화

영어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그 학습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내 

전화영어 업체 3개사에서 초, 중, 고급별로 각각 3개씩 총 9개의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일대일 대화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질문을 하는 등의 시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등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으로서의 

대화의 본질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은영(2003)은 전화영어가 듣기,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교사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언어 이외의 부차적인 단서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위해 보다 더 집중하여 

듣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전화영어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Kim(2012)은 EFL 환경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

의 2개월에 걸친 전화영어 수업을 통한 변화를 연구했다. 대학생인 학습자가 전화를 통한 10분 분량의 일대일 회화 수업

에 참여하면서 학습 전후 본인의 영어 말하기 능력 변화를 기록하고, 원어민 교사이자 연구자가 학생의 발화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학습자의 발화 속도와 휴지의 수를 측정하였고, 그 외 발화의 잘못된 

시작, 반복, 자기 수정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화 속도가 증가하고, 휴지가 감소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는 한 영어 학습자가 비교적 장기간 전화영어에 참여하여 출력한 발화를 자료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고,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유창성을 다룬 것에 비해, 복잡성‧정확성‧유창성(CAF)을 동시에 다루어 이 세 

가지 요소의 유기적 관계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어 쓰기 영역에서는 CAF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Kusyk, 

2017; Kuiken, et al, 2010; Laufer and Nation, 1995) 말하기 영역에서는 CAF를 동시에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5개월의 전화영어를 통해 수집된 한 한국인 EFL 학습자 발화의 변화를 분석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영

어 대화가 학습자 발화의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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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참가자

본 연구는 사례연구인 만큼,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참가자인 연구자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연

구자는 EFL 환경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로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또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영

어를 학습해왔으며,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인 TOEIC 테스트에서 90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영어 능력 면에서 스스로 

고급 학습자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자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처음 영어 수업을 받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 총 10

년의 정규 영어 수업을 받았다. 연구자의 영어 학습은 주로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체류 

경험은 없다.

언어 적성(language aptitude)면에서 연구자 본인이 인식하는 바를 기술해 보면, 언어 적성이 높으며, 특히 어휘력 구

사에 뛰어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기평가(self assessment) 이외에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Paul Meara가 

개발한 LLAMA Language Aptitude Tests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http://www.swan.ac.uk/cals/calsres/

lognostics.htm)에 접속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언어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사용한 언어적성검사 도구인 LLAMA는 LLAMA B: 어휘학습 과제(A vocabulary learning task), LLAMA 

D: 음성인식 과제(A sound recognition task), LLAMA E: 음성‒문자 연결 과제(A sound‒symbol correspondence task), 

LLAMA F: 문법추론 과제(A grammatical inferencing task)의 4개 영역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테스트는 0~100점 사

이의 점수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영역별로 점수대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다음의 4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최하위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는 평균 단계, 우수 단계, 훈련받은 언어학자 등의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위 

단계가 그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연구자는 첫 번째 테스트인 LLAMA B에서만 평균 점수를 얻었을 뿐, 나머지 3개 영역에서는 모두 평

균 이상의 우수한 점수(60점이상)를 받았으므로, 언어 적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하기 능력과 관계가 깊은 성격적인 면을 살펴보면, 연구자는 언어 학습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향적이며 소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한다. 연구자의 성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

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Myers‒Brigg Types Indicator(MBTI) 검사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I‒S‒T‒J(Introverted‒Sensing‒

Thinking‒Judging)의 결과를 얻었다. 이 유형은 조용하고 내향적이며, 추상적인 큰 그림보다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더

표 1. 실험참가자 특징

실험참가자 특성 자료 수집 방법 결과

영어 능력
자기 평가 고급 학습자

TOEIC score 고급 학습자

이전 영어 학습 경험 총 10년,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체류 경험 없음

언어 적성

LLAMA

(Language Aptitude 

Tests by Paul Meara)

LLAMA B: 평균

LLAMA D: 우수

LLAMA E: 우수

LLAMA F: 우수

성격

MBTI

(Myers‒Brigg 

Types Indicator)

I‒S‒T‒J

(Introverted‒Sensing ‒Thinking‒Ju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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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습과정에서 과업의 세부사항에 집중하며, 명확한 스케줄과 과제가 부여되는 교실 학습 환

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https://en.wikipedia.org/wiki/ISTJ에서 인용). 표1은 위에서 기술한 실험참가자인 연구자

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피실험자이자 연구자는 언어 적성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LLAMA가 말하기 영

역의 적성을 특정하여 측정하는 도구는 아니기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습득 능력에 대한 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실험

자는 교실상황의 영어 학습에 강하며, 시험 위주의 영어에서 성취도가 높다. 그러나 말하기 능력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격 면에서는 I‒S‒T‒J 형으로 나타나, 교실 밖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2 자료 수집

실험참가자는 전화영어 회사의 주제 자유토론 수업을 신청하여 해당 회사의 필리핀인 교사와 전화를 통해 5개월간 일

대일 대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담당한 필리핀인 교사들은 학교 교육을 영어로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

하는 영어 원어민들이었다. 수업은 주 2~3회 시행되었고 1차시는 10여분 동안 진행되어, 총 45회 동안 수업 시간은 대략 

500분 분량이다. 수업은 주로 교사와 학생 간 자유 대화와 해당 회사의 온라인교재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학생

이 대답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중 원어민 교사와 실험참가자간의 대화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수업이 끝나

면 대화 녹음이 mp3파일의 형태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며 학습자는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 연

구를 위해 대화 내용은 연구자 본인이 mp3 녹음파일을 듣고 전사(transcribe)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화영어 수업 기간의 초반과 후반 학습자의 발화 각 10분 분량의 총 6개 차시 파일(초반 수업 3차시와 

후반 수업 3차시)을 분석하여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각 부

분의 양적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된 학습자 발화의 복잡성, 정확성을 측정하는데 

AS-unit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3.3.1 AS‒unit

전사된 학습자 발화는 AS‒unit을 기본 측정 단위로 분석했다. AS‒unit은 종속절과 함께하는 독립절이나 절이하 단위

로 구성된 단일 화자의 발화로 정의된다(Foster et al, 2000).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단어로 끝나는 발화도 한 개의 AS‒

unit으로 간주되며,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동사구의 경우라도, 첫 번째 구가 상승 또는 하향 억양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0.5초 이상의 휴지가 없는 한 하나의 AS‒unit으로 간주했다(남주연·김영주, 2015). 또한 구어체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시작이나 반복은 제외하였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고쳐진 형태만 분

석에 포함시켰다. 구어체 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yeah’, ‘no’, ‘okay’, ‘uh‒uh’, ‘right’와 같은 한 단어로 된 대화의 추임

새 역할을 하는 말은 분석에서 제외하며, L2 학습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화 상대자의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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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복잡성

위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 발화를 AS‒unit으로 구분한 후, 1 AS‒unit 당 절의 수를 계산한 평균치를 구해 발

화의 복잡성으로 비교했다.

복잡성= 
 ‒

절의 수
의 평균치

이 수식에서 절은 일반적 의미의 절 뿐만 아니라, to부정사(원형부정사 포함)와 같은 비정형 동사(infinite verb)로 이루

어진 절도 모두 포함하여 합산했다.

3.3.3 정확성

정확성의 경우 두 가지 측정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 총 AS‒unit에서 오류가 없는 AS‒unit의 비율을 비교했다. 전사된 

학습자 대화를 분석하여 발화의 문법성을 판단하는데있어 두 명의 평가자가 문법적 오류를 분석하여 오류가 없는 AS‒

unit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두 명의 평가자 중 한 명은 연구자 본인이며, 나머지 1인은 응용언어학 전공 박사이며 교수이

다.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판단한 정확성의 연구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0.89에 달하여 일치도가 높았으며,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해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를 발화의 문법성에 국한하지 않고 

어휘를 포함한 의미의 전반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정확성= 
전체 ‒의수

오류가없는‒의 수
 × 100(%)

본 연구는 또한 학습자 발화의 전체적인 정확성 이외에 시제와 수의 일치 면에서 동사 형태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동사 시제의 정확성=
전체 본동사의 수

시제 오류없이사용된본동사의 수
 × 100(%)

동사 수의 일치의 정확성=
전체 본동사의 수

수의일치오류없이사용된본동사의 수
 × 100(%)

3.3.4 유창성

유창성은 2가지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10분 동안 교사와 학습자의 발화량을 계산하여 총 발화

량에서 학습자의 발화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유창성의 척도로 삼았다. 이는 독백과 달리 대화의 경우 대화상대

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화가 빈번하게 끊기고 방해를 받아 유창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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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학습자교사가 발화한 총단어의 수

학습자가발화한 총 단어의수
 × 1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발화의 유창성을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Skehan과 Foster(2012)가 사용한 방법을 택하여, 1분

간의 학습자 발화에서 반복과 같은 유창성을 저해하는 표지가 일어나기 전까지 발화된 평균단어수를 구하였다. 유창성

을 저해하는 표지에는 반복, 휴지, 채움말(filler)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복과 함께 학습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er’라는 채움말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발화된 평균단어수를 구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전화영어 수업 초반 1개월 차 3개 차시 수업(각 10분씩 총 30분 분량)과 전화영어 수업 후반 5개월차 3

개 차시 수업(각 10분씩 총 30분 분량)의 실험참가자 발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4.1 복잡성

복잡성의 경우, 연구자는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다. 또한, 초

반 수업에서는 주로 교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that절’로 연결되는 길고 복

잡한 문장 등도 말하려고 많이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실제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지 측정해본 결과, 1 AS‒unit당 

평균 절의 수가 초반 발화에서는 평균 1.40으로, 후반 발화에서는 평균 1.80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반 수업에서 복잡성 

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경우 1.65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초반의 수업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복잡성 지수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2. 초반과 후반 발화의 복잡성 비교 

시기 초반1 초반2 초반3 평균 후반1 후반2 후반3 평균

복잡성 1.34 1.42 1.45 1.40 1.89 1.65 1.87 1.80

학습자는 후반기로 갈수록 발화의 길이나 구조의 측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예는 수업 초반과 후반의 교사와 학습자 간 대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S: How long is the wet season, wet season there?

T: Until September.

S: From?

T: Starting June to September.

S: Ah, it last about thre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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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발화가 길지 않고, 두 번째 학습자 발화 순서에서 교사에게 질문할 때 문장이 아닌 “From?”

이라고 하여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복잡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S: Yeah, how was how was your your Christmas day? I I think I think Philippines Christmas in Philippines er is 

more important and more and bigger than Christmas in Seoul. I mean most Philippines people believe in 

Catholic Catholic church and I think I know that Christmas is the biggest event and holiday in Catholic church, 

so I think that er Christmas day is bigger than bigger and more important than that of in Seoul.

T: Yes, that is actually correct. Christmas is the biggest holiday here. It’s like Chusok in Korea. So, if you have 

Chusok and we have Christmas and my Christmas was kind of boring because I was sick last week.

S: Ah, I’m sorry to hear that.

그러나 후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질문이 보다 길어지고, that절을 이용한 복잡한 문장을 발화하는 등, 복잡성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각 발화에서 1개의 AS‒unit에 오직 하나의 절만을 사용한반면, 후반 

수업에서는 1개의 AS‒unit에 다수의 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발화의 복잡성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4.2 정확성

EFL 환경에서 문법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영어 수업을 받아온 학습자로서, 연구자는 문장의 문법성을 끊임없이 의식

하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복습을 위해 수업 녹음파일을 들을 경우,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많이 발견

하게 되어 학습자로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문법적 정확성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향상되지 않고 정체된 느낌을 

받았다.

학습자 발화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전체 AS‒unit에서 오류가 없는 AS‒unit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초반 수업에서는 오류가 없는 AS‐unit의 비율이 평균 64.6%에서 후반 수업에서는 54.3%로 오히려 정확성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5개월의 전화 대화가 왜 학습자 발화의 정확성 감소로 이어진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상식

에서 벗어난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쓰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는 Skehan(2009)의 교환

가설(tradeoff hypothesis)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인간 두뇌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주의력 집중시간

(attentional span)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의 집중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중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제한된 작업 기억과 주의력 집중시

간으로 인해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로서 5개월의 전화영어 후에 정확성이 감소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화영어 초기에는 오류가 없는 문장을 

말하려고 의식하면서 대화를 한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정확성을 의식하기보다는 대화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 결과 발화의 정확성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복잡성과 유창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이번에는 학습자 발화의 전체적 정확성 이외에, 시제와 수일치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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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시제는 정확하게 사용한 동사의 비율이 초반은 평균 91%로 나타났고, 후반은 평균 88%로 나타났다. 수일치의 경

우 정확하게 사용한 동사의 비율이 초반은 평균 94%로, 후반은 평균 98.3%로 나타났다. 동사의 시제보다 수의 일치에 

있어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의 초반과 후반에 나타난 수치는 사실상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3 참고).

즉, 5개월의 수업 동안 학습자는 동사 시제와 수의 일치 상으로는 정확성의 향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확

하게 사용된 동사의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동사의 시제와 수일치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관련 문법의 습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Ellis, 2008).

4.3 유창성

유창성의 경우, 학습자는 초반과 후반 모두 발화의 유창성이 낮음을 느꼈으며, 초반 수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긴 휴지, 

반복 등이 후반 수업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교사와 학습자의 발화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반 수업에서는 학습

자 발화량이 전체 발화에서 평균 49.6%를 차지해서 교사의 발화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반 수업

에서는 학습자 발화가 전체 발화에서 평균 67.9%를 차지해, 후반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표4 참

고). 즉, 초반 수업과 비교해 후반 수업의 학습자 발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창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전체 발화에서 학습자 발화의 비율

시기 초반1 초반2 초반3 평균 후반1 후반2 후반3 평균

유창성(%) 50 50.7 48.3 49.6 73.1 67.7 63 67.9

유창성을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1분간의 학습자 발화에서 반복과 학습자가 빈번하게 사용한 채움말인 ‘er’가 발

생하기 전까지 발화된 평균 단어수를 구한 결과, 초반 3개 수업에서는 2.93 단어로 나타났고, 후반 3개 수업에서는 3.58 

단어로 나타나, 후반 수업에서 학습자는 유창성을 저해하는 표지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창성 저해 표지가 나타나기 전까지 발화된 평균 단어수

시기 초반1 초반2 초반3 평균 후반1 후반2 후반3 평균

단어수 3.15 2.89 2.75 2.93 3.31 3.64 3.8 3.58

표 3. 초반과 후반 발화의 정확성 비교

시기 초반1 초반2 초반3 평균 후반1 후반2 후반3 평균

전체 (%) 64 61 69 64.6 54 59 50 54.3

시제 (%) 85 90 98 91 83 91 90 88

수 일치 (%) 94 95 93 94 97 100 98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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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학습자의 발화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Kim, 2012), 전화영어를 통해 학습자 발화의 유창성

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5.1 결 론

본 연구는 5개월의 전화 영어를 통해 수집된 한 한국인 EFL 학습자의 발화를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측면에서 분석하

여 그 변화양상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복잡성의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학습자가 보다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복잡성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정확성의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정확성이 감소했으나, 시제나 수

의 일치와 같은 특정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정도는 이미 90% 이상의 습득율을 보여 안정된 상태를 보였다. 유창성의 

경우, 후반 수업으로 갈수록 학습자는 대화의 주도성을 갖고 수업에 임하여 교사보다 많은 발화를 했으며, 발화의 유창성

을 저해하는 표지도 덜 사용해 유창성의 증가를 나타냈다.

최근 전화영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났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 결

과에 의하면 5개월간의 전화 영어 후에 복잡성과 유창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확성의 향상은 없었

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보다 영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정확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화영어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EFL 환경의 학습자 발화양상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정확성의 경우 본 연구 참여자는 스스로 동사의 

시제와 수의 일치에 있어서 잦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좌절감을 느꼈으나 실제로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

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필요 이상으로 정확성에 집착해 자신감부족과 동기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 실제 발화에서 정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의사소통에 집중하여 말하도록 지

도하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화의 복잡성와 유창성이 5개월여의 전화영어를 통해 증가한 결과는 영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L2 발화와 

연습의 기회를 얻는 것이 주효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ESL 환경보다 상대적으로 L2 습득에 불리하다고 여

겨지는 EFL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학습자 발화의 복잡성과 유창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

겠다.

본 연구는 한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학습자의 나이나 언

어적성, 성격, 영어 능력, 학습 동기 등의 여러 요소가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의 요소만 달라져도 상

이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의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전화영어의 효과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학습배경을 가진 개인 학습자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성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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