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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3, 297-3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reading activities conducted in listening class influence on students’ 

listening comprehension, perceptions, and elimination of obstacles related to 

listening. For this study, two experimental groups such as Reading Aloud (RA) and 

Jigsaw Reading (JR) and one control group such as Traditional Listening (TL) were 

employed, and one hundred thirty nine college students with similar TOEIC scor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fter 12 weeks of experiment, the pre-post test scores 

of three grou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dependent t-tests and one-way 

ANOVA tests. A questionnaire with 36 questions and an in-depth interview for 10 

students from 3 groups were conducted. Finally, there was an in-depth interview 

with 10 students from different classes. As a result of study, the RA and JR activity 

were effective on listening comprehension compared to TL activity. Also, JR 

activity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and enjoyable method to improve 

listen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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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어 학습자들은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혹은 특정 발화 상황에 최대

한 많이 그리고 자주 노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단순히 발화 환경에 노출

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영어 듣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거

에는 특히 듣기 영역은 따로 학습해야 하는 기능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 이 논문은 제 1저자인 배고운(2020)의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해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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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영어 듣기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영

어 듣기를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전종민, 2012; 정숙희, 2014; Anderson and 

Lynch, 1998; Vandergrift, 2004). 즉, 언어 기능들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기능 향상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기능과 함께 연계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읽기 활

동이 영어 듣기 수업에 같이 사용될 경우,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하

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신규철, 2017; 허선영, 2015; Abbasian and Chenabi, 2016).

이러한 맥락을 통해 영어 듣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읽기 활동의 적용 가능성 및 그 효

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어 보인다. 한 예로 김성중(2010)은 영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한 그는 듣기 기능과 읽기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서 

통합식 언어 교육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용섭과 김순식(2015), 그리고 전종민(2012) 등의 연구에서 듣기 능

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 교육 학습 방법으로 읽기 활동이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로서 읽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읽기 활동 중에서 소리 내어 읽기 활동과 직소(Jigsaw) 읽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이들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정의적 인식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교양 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리 내어 읽기와 직소 읽기 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듣기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 사이에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읽기 활동이 학습자들이 느끼는 듣

기 방해 요인의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서로 다른 학습 활동

을 진행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수업에서 행해진 읽기 활동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듣기 수업에서 행해진 읽기 활동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이 겪는 듣기 방해 요인 해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듣기 수업에서 행해진 읽기 활동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의 정의적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2. 선행 연구

2.1 영어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 간의 관계

영어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인(2014)은 읽기와 듣기의 두 기능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은 기

초적인 스키마의 구축을 돕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의 이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기표(2008), 지순

정과 이상도(2009)는 두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특히, 심영식(2013)은 읽기

와 듣기 기능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읽기 또는 듣기만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두 기능이 통합

된 수업이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황은(2016)은 읽기 

활동을 통한 듣기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듣기와 읽기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읽기 수업은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에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읽기 능력은 듣기 능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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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능력이기 때문에 읽기 능력 향상은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경숙과 김경출

(1999)은 읽기 활동을 통해 얻은 언어 지식과 배경 지식은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

편, 김혜경(2004)은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어느 경

우에 듣기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읽기 능력을 갖춘 학습자의 듣기 능력이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듣기 능력의 향상도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 영역만 학습하였을 때 보다 읽기와 듣기를 병행할 때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 언어적

으로, 그리고 정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2 영어 읽기 활동이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2.2.1 소리 내어 읽기 활동

소리 내어 읽기는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학습 방법으로서 학습자는 글의 표면적 지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단순한 

읽기 과정을 넘어서 발음과 억양, 유창성 등과 같은 발음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문

자 언어와 구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외국어 학습자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언어 기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mer, 1997).

신규철(2017)은 전통적인 묵독(silent reading) 집단과 소리 내어 읽기 집단을 대상으로 소리 내어 읽기 전략이 영어 듣

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리 내어 읽기 집단이 묵독을 한 집단보다 영어 듣기 능력에

서 더 높은 향상도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신규철은 소리 내어 읽기 활

동은 소리를 통해 음소 인식과 정확한 발성 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인지적 효과를 자극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이 영어에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허선영(2015)은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통해서 

소리 내어 읽기는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허선영(2016)

은 후속 연구에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이 과업의 형태와 학습자들의 영어 숙달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

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소리 내어 읽기 과업을 수행한 집단이 단순히 정보 제공 혹 및 사실을 이

해하는 목적의 소리 내어 읽기 과업을 수행한 집단보다 더 높은 듣기 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영어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서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Heo(2017)는 한국 

대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을 과제로 부여받은 학습자들과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을 비교하였으며, 

동시에 듣기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과 낮은 학습자로 구분하여 듣기 능력 향상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리 

내어 읽기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더 높게 향상되었으며, 하위 그룹 학생들

의 듣기 점수가 상위 그룹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 결과는 앞서 제시한 허선영

(2016)의 연구 결과와 상충 된다. 따라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은 분명해 보

이지만, 그 효과는 학생들의 언어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Kato와 Tanaka(2015)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일본인 대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소리 내어 읽기, 문법 지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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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능력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습자들은 먼저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을 하였고, 후에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과 문법 지식을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세 개의 변인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음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소리 내어 읽기와 듣기 능력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어 듣기에 있어서 정확성과 유창성의 생산이 여전히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Hemmati 외(2015)는 이란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소리 내어 읽기(reading story aloud)와 스

토리텔링(story telling) 활동이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스토

리텔링 집단, 그리고 전통적인 읽기 수업을 진행한 통제 집단 등의 세 개 집단 사이에 듣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리 내어 읽기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듣기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이 전통적인 듣기 활동과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발음에만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 오히려 묵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도 존재한다(Nuttall, 1996). 또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지루함

과 낮은 긴장감을 유발하며,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

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Gibson, 2008). 

2.2.2 직소(Jigsaw) 읽기 활동

직소 모형은 미국의 Texas 대학에서 Aronson 외(1978)가 처음 개발한 협동 학습 모형이며, 직소 모형의 목적은 교수

자 중심의 경쟁 학습 구조에서 벗어나 집단 구성원이 되는 학습자 모두가 중심이 되는 협동 학습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다. 즉,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갖게 하여 학습에 

동기 부여 및 학습 효과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유경애(2019)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소 협동 학습 모형이 학습자들의 인식변화와 인지, 정의적인 면에서 어떤 효

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직소 수업 모형에 대한 선호도, 흥미도, 참여도 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주었으며, 또한 인지, 정의적 효과에 관한 질문에서 리더십 향상, 자존감 향상, 학습 불안 및 

부담감 감소,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의 용이성, 그리고 학습의 즐거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한편, Tran과 Lewis(2012a)는 직소 협동 학습이 강의 중심 학습보다 더 협동적이고 학습자 중심이면서, 학습자

들의 학업 성취도와 지식 기억력(knowledge retention)에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Tran과 Lewis(2012b)는 베트

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직소 협동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학업 성취도, 상호작용, 협동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무엇보다도 직소 협동 학습 수업환경은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환경보다 정보교환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엄지연과 신미경(2017)은 직소 협동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학습과제 해결 능력, 그

리고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업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용섭과 김순식(2015)은 직소 협동 학습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과제 수행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하위영역인 주인의식, 정보탐색, 과제해결,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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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 자기성찰과 창의성에 있어서, 그리고 과제 수행 능력의 하위영역인 책임감, 성취목표 그리고 자기통제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정숙희(2014)는 직소 협동 학습 모형을 사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영어 학습 성취도를 비교하였는데, 인지 관련 항목에서 직소 모형을 사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정숙희는 직소 협동 학습은 학습자들 간에 지식 교환과 공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또한 토론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장

기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들은 빠르고 정확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고 설

명하였다. 

그리고 Abbasian과 Chenabi(2016)는 이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과제와 직소 과제가 학습자들의 듣기 및 말

하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제와 직소 과제가 듣기 능력

과 말하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직소 과제가 의사결정 과제보다 학습자

들의 진단 평가와 성취도 평가에서 듣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소집단 활동을 지향하는 직소 협동 학습 모형은 학습자들의 무임승차 효과(free rider effect)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개별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Kerr and Brunn, 

1983). 또한, 학습 활동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결과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은 학

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고 개인적인 평가 방식은 집단 구성원 간의 협동심을 저해할 수 

있어서 평가를 포함하여 직소 모형의 운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정문성, 2002).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의 A 대학교와 B 대학교에서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들의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121명(87.05%), 2학년 5명(3.59%), 그리고 3학년 13명(9.35%)으로 구분되며, 남학생

은 62명(44.60%)이고 여학생은 77명(55.39%)이다. 또한, 전공별로 분류하면 방사선과 73명(52.51%), 화장품과학과 41

명(29.49%), 그 외 학과 25명(17.98%)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세 개 집단이 만들어졌는데, 각 집단별 학습자들

의 구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학습자 구성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직소 읽기 집단

인원 45 50 44

학년
1학년 : 37; 2학년 : 3 

3학년 : 5

1학년 : 40; 2학년 : 2

3학년 : 8

1학년 : 44; 2학년 : 0

3학년 : 0

성별 남 : 30; 여 : 15 남 : 25; 여 : 25 남 : 7; 여 : 37

전공 방사선과 : 37; 그 외 : 8 방사선과 : 36; 그 외 : 14 화장품과 : 41; 그 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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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어 읽기 활동과 직소 읽기 활동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실험 집단과 단순히 듣기 활동만을 진행한 통제 집단에 참

여한 학습자는 총 139명이지만, 영어 듣기 능력 비교를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모두 제출한 6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전 및 사후 검사 점수를 모두 제출한 학습자들은 소리 내어 읽기 집단 23명, 직소 읽기 집단 23명, 

그리고 통제 집단 23명이다. 그리고 139명의 학습자 중에서 123명(88.48%)의 학습자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듣

기능력 평가 및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수를 각 집단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료 분석에 사용된 학생 수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직소 읽기 집단 통제 집단

사전·사후 검사 23 23 23

설문 조사 41 47 35

3.2 연구 도구

3.2.1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학습자들의 사전 듣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ETS에서 발행한 기출 문제를 활용하였다. 사전 듣기 시험의 점수는 ETS

에서 제공한 환산표에 근거하여 환산 점수로 전환되었다. 사후 듣기 시험은 학습자들이 제출한 정규 토익 시험 혹은 모의 

토익 점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전, 사후 시험 모두 495점 만점이 된다.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의 Cronbach ɑ 값은 

.873으로 나타났다.

3.2.2 설문조사

본 연구가 끝나갈 즈음에 각 집단에서 진행된 학습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 내용에는 성별, 학년, 전공을 포함하는 인구 통계적 특성과 수업 흥미도, 수업 만족도, 수업 태도, 학습 동기와 같

은 정의적인 측면, 그리고 듣기 과정 중 개입될 수 있는 듣기 방해 요인에 관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영자(2015), 박영주(2008), 그리고 조경숙과 김용출(1998) 연

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문항 내용은 수업에 대한 흥미도, 수업 만족도, 수

업 태도, 그리고 학습 동기에 대한 정의적 측면의 18개 질문, 그리고 듣기자료 요인과 관련하여 듣기 방해 요소들이 얼마

나 해소되었는지를 알아보는 8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문항은 5점 척도의 리커트(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검사 결과,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18개 항목의 Cronbach ɑ 값은 .908이고 듣기 방해 요인과 관련된 8개 항목의 

Cronbach ɑ 값은 .8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집단 학습자들의 정의적 측면과 듣기 방해 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6개의 서술형 문항(정의적 인식 4문항, 듣기 방해요인 해소 2개 문항)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부록 참조).

3.2.3 심층 면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에서 심층 면담에 동의한 학생은 소리 내어 읽기 집단 4명, 직소 읽기 집단 4명, 그리고 

통제 집단 2명으로 총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수업 중에 이루어진 학습 활동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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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흥미도, 수업 만족도, 수업 태도, 그리고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듣기 과정 중에 개입되는 듣기 방해 

요인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심층 면담은 대략 10-15분 정도 이루어졌고, 면담 내용

은 모두 녹음과 함께 추후 내용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3.3 수업 설계

본 연구는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두 개의 실

험 집단과 하나의 통제 집단을 위한 수업은 일주일에 1번, 그리고 2시간에 걸쳐 12주 정도 이루어졌다. 실험 집단의 경우, 

2시간 수업 중, 1시간은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활동을 하였고 나머지 1시간에는 문법 수업을 하였다. 각 집단 별로 

이루어진 수업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을 수행한 집단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세 단계로 이루어진 활동을 하였다. 읽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리 내어 읽기 집단 학생들이 수행한 읽기 전 활동은 모두 읽기 중 활동과 연계되어 구성되었다. 소리 

내어 읽기 집단이 수행한 읽기 전 활동에는 중요한 어휘 혹은 숙어를 소리 내어 읽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한 것을 

소리 내어 읽기,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소리 내어 읽고 예측해 보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읽기 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선험

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주제에 관해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글에 대한 흥미도 및 읽기에 대한 

동기를 고양 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집단이 수행한 읽기 중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기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이를 

녹음하여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하는 것이다. 녹음 활동을 위해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혼자서 대본을 여러 번 읽도록 

지시받았으며, 학습자 스스로 녹음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 하였다. 그리고 녹취된 파일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toeichomework)에 업로드하였다. 다음 <그림 1>은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수행한 소

리 내어 읽기 활동을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린 파일 목록들이다. 그리고 읽기 후 활동으로 학습자들은 읽기 활동을 한 내용

을 듣고 내용과 연관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 풀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을 녹음하여 업로드한 파일 목록

2) 직소 읽기 집단

직소 읽기 집단 역시 소리 내어 읽기 집단과 마찬가지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세 단계로 이루어진 읽기 활동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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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읽기 전 활동도 모두 읽기 중 활동과 연계되어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3~4명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함께 모르

는 단어 혹은 숙어의 뜻 알아보고 공유하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해보기, 사전 질문에 대

한 대답을 조원들과 예측해 보고 토론 해보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 활동의 특이한 점은 구성원들끼리 토론하거

나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학습자 간 협동을 통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읽기 

중 활동으로 학습자들은 부여받은 하나의 문장을 학습자 스스로 해석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그리고 해석하고 이해한 내

용을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다른 학습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집단 내 학습자들은 문장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조원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문장이 이제는 적절한 한 문단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문장을 순서

대로 재 나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2>는 직소 읽기 집단 학습자들이 수행한 읽기 중 활동의 일부분이다. 

그림 2. 직소 읽기 활동 활동지

3) 통제 집단

통제 집단 역시 듣기 전, 듣기 중, 듣기 후 세 단계로 이루어진 듣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듣기 전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

자들에게 듣기 활동과 관련된 필수 어휘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어휘테스트가 매주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자들은 

듣기 활동 전에 문제 유형을 미리 살펴보고 파악하는 연습을 하였다. 예를 들어, 문제의 핵심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문제의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듣기 단계에서는 듣기 문항을 들으면서 듣기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르

는 문제 풀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듣기 후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적는 받아쓰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3.4 NVivo 프로그램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방법은 설문 조사의 서술식 답변 자료에 대해서 반복되는 주제를 찾으면서 자료의 수

를 피라미드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NVivo

를 이용한 자료 분석은 수많은 하위 범주의 자료들이 상위 범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작아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분석 틀을 제공해 준다(박종원, 2015).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서술식 응답 

자료는 코딩작업을 거쳐 긍정적인 영역, 부정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다음, 빈

도수가 높은 항목부터 낮은 순서로 분류하였다.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류

하여 분석한 내용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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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술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예

3.5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직소 읽기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간의 유의미한 향상도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 검사 결과를 가지

고 세 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One-way ANOVA가 실시되었다. 둘째, 설문 조사 결과

(Likert 양식)를 근거로 세 개 집단 간에 학습자들의 정의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NOVA가 실시되었다. 셋째, 설문 조사의 서술식 문항에 관한 결과는 NViv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

들이 답변한 내용을 코딩 처리하여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빈도수가 높은 항목부터 낮은 항목의 순

서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업 인식과 학습 동기가 포함된 정의적 인식과 듣기 방해 요인에 대한 

심층 면접의 결과는 에세이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 분석

4.1.1 세 개 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도 결과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세 집단(소리 내어 읽기 집단, 직소 읽기 집단, 통제 집단)의 듣기 능력이 동일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리 내어 읽기 집단 23명, 직소 읽기 집단 23명 그리고 통제 집단 23명 학습자의 사전 점수에 관해 동질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ANOVA를 실시한 결과, F(2, 66) = 1.487, p > .05 로 나타나서 세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즉, 세 개 집단은 영어 듣기 능력에서 서로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세 개 집단은 한 학기 동안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소리 내어 읽기 활동, 

직소 읽기 활동, 그리고 듣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 세 개 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향상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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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 집단의 사전, 사후검사 대응 t-검정 분석 결과

구분(N) DF
사전 평가 사후 평가

향상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리(23) 22 148.26 66.27 248.69 70.52 100.43 8.86 .000*

직소(23) 22 164.13 73.67 258.26 76.71 94.13 8.04 .000*

통제(23) 22 130.86 54.95 207.17 67.19 76.31 6.30 .000*

<표 3>에 의하면,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도(p=0.000, p<0.05)를 보여 주었다. 향상도 정도에서는 소

리 내어 읽기 집단이 가장 높은 향상도(+100.43)를 보여 주었고, 통제 집단이 가장 낮은 향상도(+76.31)를 보여 주었다.

4.1.2 집단 간 듣기 능력 비교

사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세 집단 간에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집단 간 듣기 능력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소리 집단 (N=23) 직소 집단 (N=23) 통제 집단(N=23) F p

M SD M SD M SD
3.310 .043*

248.69 70.52 258.26 76.71 207.17 67.19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세 개 집단 사이에 영어 듣기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2, 

66)=3.310, p < .05). 따라서, 어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LSD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세 집단 간 사후 평가에 관한 LSD 검사 결과

기준집단(I) 비교집단(J) MD(I-J) Std. Error p

소리 집단 직소 집단 -9.565 21.109 .652

소리 집단 통제 집단 41.521 21.109 .053

직소 집단 통제 집단 51.086 21.109 .018*

<표 5>의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소 읽기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듣기 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p<.05). 따라서,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직소 읽기 활동을 수행한 집단이 듣기 활동만 수행한 집단보다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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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읽기 활동 유형에 관한 학습자들의 인식조사

4.2.1 객관식 설문 조사

서로 다른 유형의 읽기 활동을 듣기 수업에 활용한 후, 이들 수업에 관한 학습자들의 흥미도, 만족도, 태도, 그리고 학

습 동기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NOVA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업에 대한 

흥미도((F(2, 120)=1.464, p >.05), 만족도(F(2, 120)=.057, p >.05), 태도(F(2, 120)=.085, p >.05), 그리고 학습 동기(F(2, 

120)=.479, p >.05)에 있어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기술통계를 살펴

보았을 때, 직소 읽기 집단에서 흥미도, 만족도, 태도, 그리고 학습 동기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주었다. 

한편, 듣기 수업에 활용된 서로 다른 유형의 읽기 활동이 듣기를 방해할 수 있는 방해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하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NOVA를 실시하였다. 듣기 방해 요인으로 학습자 요인(학습 능력, 집중

력, 기억력, 배경 지식)과 듣기자료 요인(발화 속도, 강세, 리듬, 억양, 변화음, 어휘)이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 요인(F(2, 120)=1.229, p > .05), 듣기 자료 요인(F(2, 120)=.230, p >.05) 등 두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다. 세 집단의 기술통계에 의하면, 학습자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집단은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이었고 학습 자료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한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소 읽기 활동이 듣기 능력 향상 및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나타난 반면, 듣기 방해 요인 해소와 관련

해서 통제 집단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듣기 방해 요인과 관련하여, 직소 읽기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통제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보다 학습 능력, 집중력, 기억력, 배경 지식과 관련된 학습자 요인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왔다. 그 이유는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 환경에서 직소 읽기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다소 생소한 학습 방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것으로 사료된다.

직소 읽기 집단 학습자들이 통제 집단 학습자들보다 발화 속도, 강세, 리듬, 억양, 변화음, 어휘와 관련된 학습 자료 요

인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왔다. 그 이유는 직소 읽기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생각하기에 듣기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듣기 자료에 있어서 절대적인 노출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수행한 직소 활

동은 듣기에 필요한 시간과 횟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직소 읽기 활동을 진행한 학습자들은 

내용 확인 단계에서만 강세, 리듬, 억양과 관련된 듣기 활동을 수행하여 듣기 장애 요소를 해소하는데 다소 부족하게 생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2.2 서술식 설문 및 심층 면담 결과

설문 문항 중 서술식 답변 내용은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집단이 수행한 읽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를 각 집단 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소리 내어 읽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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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리 내어 읽기 집단의 긍정 및 부정적 요인 분석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순위 요인 코딩 빈도 순위 요인 코딩 빈도

1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 9 18.36 1 수업 진행에 대한 불만족 10 23.25

2 동기 부여 9 18.36 2 흥미롭지 않음 5 11.62

3 교수자에 대한 만족 6 12.24 3 영어가 잘 안 들림 4 9.30

4 높은 성취감 5 10.20 4 어려움 4 9.30

5 새로운 느낌 4 8.16 5 부담스러움 3 6.97

6 재미있음 4 8.16 6 어수선한 분위기 3 6.97

7 집중력 향상 3 6.12 7 억양과 발음이 어려움 3 6.97

8 듣기 실력 향상 2 4.08 8 영어에 대한 두려움 3 6.97

9 어휘력 향상 2 4.08 9 힘들다 3 6.97

10 흥미로움 2 4.08 10 듣기 자료 부족 2 4.65

11 기억력 향상 1 2.04 11 강제성 1 2.32

12 이해력 향상 1 2.04 12 낮은 성취감 1 2.32

13 적절한 수업 속도 1 2.04 13 낮은 집중도 1 2.32

합계 49 100 합계 43 100

 

소리 내어 읽기 집단 학습자들은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학습 동기도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또한,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순위에 속했으며, 성취감, 집중력, 어휘력, 기억력, 이해력 순서로 듣기 기능

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 진행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몇몇 학습자들은 학습에 흥

미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2) 직소 읽기 집단

직소 읽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직소 읽기 집단의 긍정 및 부정적 요인 분석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순위 요인 코딩 빈도 순위 요인 코딩 빈도

1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 22 25.88 1 부족한 영어 실력 6 18.18

2 동기 부여 12 14.11 2 실력 향상에 대한 의문 5 15.15

3 듣기 능력 향상 8 9.41 3 빠른 수업 진행 속도 4 12.12

4 새로움 7 8.23 4 어려운 수업 난이도 4 12.12

5 이해력 향상 7 8.23 5 이해력 부족 3 9.09

6 집중력 향상 7 8.23 6 실력 향상에 도움 않됨 2 6.06

7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5 5.88 7 피곤함 2 6.06

8 재미있음 5 5.88 8 지루함 2 6.06

9 기억력 향상 3 3.52 9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족 1 3.03

10 어휘력 향상 3 3.52 10 소극적인 수업 태도 1 3.03

11 협동심 향상 3 3.52 11 불안함을 느낌 1 3.03

12 책임감 향상 2 2.35 12 억양에 대한 이해력 부족 1 3.03

13 조원들과의 친밀도 1 1.17 13 부담스러움 1 3.03

합계 85 100 합계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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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읽기 집단 학습자들은 수업 방식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리 내어 읽기 집단과 같이 학습 활

동을 통해 학습 동기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어휘력, 협동심, 책임감 순으로 직소 

읽기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원들과의 친밀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느낀 유일

한 집단이었다. 하지만 직소 읽기 집단 학습자들은 본인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직소 읽기 활동이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한 학습

자도 있었고, 본인의 소극적인 태도를 부정적으로 여긴 학습자도 있었다. 

3) 통제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통제 집단의 긍정 및 부정적 요인 분석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순위 요인 코딩 빈도 순위 요인 코딩 빈도

1 듣기 능력 향상 11 23.40 1 듣기 실력 부족 4 21.05

2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11 23.40 2 언어 실력 부족 3 15.78

3 동기 부여 8 17.02 3 영어에 대한 낮은 흥미도 2 10.52

4 재미있음 6 12.76 4 소란스러운 학습 분위기 2 10.52

5 집중력 향상 3 6.38 5 어려운 수업 난이도 2 10.52

6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2 4.25 6 이해력 부족 2 10.52

7 다양한 억양·말투에의 노출 2 4.25 7 빠른 발화 속도 1 5.26

8 새로운 수업 진행 방식 2 4.25 8 필수교양이라는 강제성 1 5.26

9 어휘력 향상 1 2.12 9 빠른 수업 진행 속도 1 5.26

10 새로운 주제에 관한 듣기 1 2.12 10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않됨 1 5.26

합계 47 100 합계 19 100

통제 집단 학습자들은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이었으며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여러 국적의 영어 

원어민들의 억양과 말투가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에 관한 듣기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통제 집단 학습자들은 여전히 듣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영어

에 대한 낮은 흥미도를 지니고 있었다. 

NVivo 분석 결과, 세 집단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코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소 읽기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은 33개인 반면에 긍정적인 답변은 85개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요인의 비율이 약 

72%였으며, 세 집단 중 학습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리 내어 읽기 집단과 

직소 읽기 집단에서는 기억력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이는 소리 내어 읽기 활동과 직소 읽기 활동은 학습자

들의 기억력에 도움이 되며 듣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리 내어 읽

기 집단과 직소 읽기 집단에서는 발음, 억양에 대한 항목이 부정적인 듣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리 내어 읽기 집단

과 직소 읽기 집단의 경우에는 듣기에 노출된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소리와 관련된 듣기 방해 요인 해소에 부정적으로 생

각하였다. 하지만 통제 집단의 경우 잦은 듣기 노출을 통해서 다양한 억양과 말투에 대한 노출을 할 수 있어서 듣기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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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마친 다음,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서술식 설문 질문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그 면담 내용은 에세이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소리 내어 읽기 집단 학습자들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과제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직접 녹음하고 이를 들어보는 활동의 반복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직소 읽기 집단 학습자들은 직접 찾아보거나 조원에게 물어보는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 중 학습자들이 자주 피력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리 내어 읽기 녹음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녹음해야 하므로 계속 연습하였고, 발음

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소리 내어 읽기 학습자 1)

·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을 계속할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기는 했다. (소리 내어 읽기 학습자 2)

·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는 활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는 양도 많아졌

다. 또한, 시험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었다. 배경 지식이 향상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집중력은 향상되었다. (소리 내

어 읽기 학습자 2)

 ·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을 통해 끊어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듣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다양

한 주제의 듣기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소리 내어 읽기 학습자 3)

· 소리 내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고 녹음을 하면서 나의 발음과 녹음된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할 수 있다

는 장점에 열심히 했다. (소리 내어 읽기 학습자 4)

· 모르는 부분은 조원이나 교수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혼자 검색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

였다. (직소 읽기 학습자 1)

· 발화 속도, 강세, 리듬, 억양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휘력은 증가하였다. (직소 읽기 

학습자 2)

· 직소 읽기 활동이 다른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동기부여 되었다. 하지만 빠른 발화 속도 때문에 탈동기화 되기도 

했다. (직소 읽기 학습자 3)

· 조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지기는 했다. (직소 읽기 학습자 4)

·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조원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문장 순서 나열하기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조별 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직소 읽기 학습자 3)

· 듣기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진 않지만, 직소 읽기를 통해 배경 지식에 대한 기초가 살짝 쌓인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해졌다. (직소 읽기 학습자 4)

· 직소 읽기를 통해 배경 지식에 대한 기초가 쌓인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한다. 또한, 어느 정도 듣기 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직소 읽기 학습자 2)

· 듣기 자료를 들을 기회가 많아서 강세, 리듬, 억양 등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 것 같다. (통제 집단 학습자 2)

· 듣기 위주의 활동이 듣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활동이 너무 단순하여 지루한 감이 있다. (통제집단 학습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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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직소 읽기 활동은 협동심과 책임감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발견은 앞으로 영어 듣기 수업에서 이들 두 활동을 활용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수업에서 소리 내어 읽기 활동과 직소 읽

기 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듣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학습자들의 수업 인식, 학습 동

기, 그리고 듣기 방해 요인 해소 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소리 

내어 읽기 집단 45명, 직소 읽기 집단 50명, 그리고 일반적인 듣기활동을 진행한 통제 집단 44명으로 총 139명이었다. 그

러나 듣기 능력의 향상도에서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들 중,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를 모두 제출한 69명을 대상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소리 내어 읽기 집단은 읽기 전, 읽기 중 활동으로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을 하였으며 결과물은 웹 

자료 저장소에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직소 읽기 집단은 읽기 전 활동 및 읽기 중 활동으로 학습자들은 구성원끼리 협동하

도록 하였으며, 활동 후에는 하나의 완성된 문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문장을 순서에 따라 재나열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

리고 통제 집단은 일반적인 듣기 활동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리 내어 읽기 집단, 직소 읽기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대해서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었다. 그 후, 세 집단의 사후 검사에 관해 듣기 능력에서 집단 간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직소 읽기 집단이 듣기 활동만 수행한 통제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듣기 

능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 만족도, 태도에 해당하는 수업 인식과 학습 동기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는 세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통계 결과, 직소 읽기 집단이 수업 인식과 학습 동기에서 모두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즉, 학습자들은 직소 읽기 활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읽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듣기 방해 요인 해소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 관련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은 소리 내어 읽기 집단이었으며, 듣기자료 

관련 요인에서 가장 점수를 보여준 집단은 통제 집단이었다. 직소 읽기 집단이 학습자 요인과 듣기자료 요인에서 소리 내

어 읽기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얻은 이유는 직소 읽기 활동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형태

로 학습자들에게 생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듣기에 노출된 시간이 적은 것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넷째, 서술식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에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장점과 관련하여,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은 집중력과 기

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 반면에, 직소 읽기 활동은 협동심과 책임감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은 소리 내어 읽기, 직소 읽기, 그리고 듣기 

활동 중에서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직소 읽기 활동이었고 정의적 영역에서도 직소 읽

기 집단이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직소 읽기 활동이 듣기 방해 요소의 해소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소리 내

어 읽기 집단과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는 점은 추후 직소 읽기 활동을 듣기 수업에 활동할 때 교

수설계 측면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직소 읽기 활동의 경우, 다양한 능력을 지

닌 학습자들이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해야 하는 조별 활동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학업능력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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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족한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조별 활동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직소 읽기 활동을 듣기 수업에 응용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에게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직소 읽

기 활동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직소 읽기 활동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게 되고 새로운 학습 방법에 관한 신뢰를 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은 믿

음을 갖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급 수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

를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능력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읽

기 활동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리 내어 읽기 활동 및 직소 읽기 활동을 진행할 때 과제의 수가 많

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제한

된 시간 안에 모든 학습자들의 필요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학습자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문제점도 나

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읽기 활동을 듣기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듣기 활동을 진행하기보다

는 읽기 활동을 같이 응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실제적인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할 필요

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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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문항 내용

문항주제 문항번호 문항 내용

정의적 인식

수업 흥미도

1 듣기 수업이 재미 있었다

2 듣기 수업이 새로웠다

3 듣기 수업이 기다려졌다

수업 만족도

4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영어 듣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6 영어 듣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7 영어 듣기 수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8 다른 학습자에게 듣기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수업 태도

9 듣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0 교수자의 듣기 강의에 집중하였다

11 듣기 수업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에게 물어보았다

12 듣기 수업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수자에게 물어보았다

13 듣기 수업에 대한 예습 혹은 복습을 하였다

학습 동기

14 영어 듣기 실력을 더 향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5 듣기 활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선택권이 주어졌다

16 듣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7 듣기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18 듣기 활동이 효과적인 듣기 전략을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다

듣기 방해 요인 해소

학습자 요인

19 영어 듣기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20 영어 듣기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21 영어 듣기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22 영어 듣기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이 증가하였다

듣기자료 요인

23 영어 듣기의 발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24 영어 듣기의 강세, 리듬, 억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25 변화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26 어휘가 풍부해졌다

서술식 설문 문항

정의적 인식

흥미도
듣기 수업이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듣기 수업이 흥미롭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족도
듣기 수업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듣기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태도
듣기 수업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듣기 수업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기
듣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듣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듣기 방해 요인
학습자 요인 학습자 요인과 관련하여 듣기 방해 요소가 해소된 이유

듣기 자료 요인 듣기 자료 요인과 관련하여 듣기 방해 요소가 해소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