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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존 어교재  학습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수의 비 을 이고 학생들의 동학습을 

통해 언어감각 발 을 증진시키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이 어말하기 능력향상과 정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해 서울소재 K 학 학생 50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

월에 걸쳐, 직  어말하기를 한 동학습을 진행하고, 정의  성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어말하기 능력 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에 차이가 발생하 다. 세부요인별로는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순으로 차이가 발생하 다. 

둘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정의  성과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차이가 있었지

만,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어말하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이 정의  성과의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발생하

지만,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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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 good sense of language through professors’ reduced 
role and university students’ cooperative learning with overcoming the limit of existing English 
teaching materials and learning methods.  
To analyze the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in university general English classes on the 

improvement of English speaking ability and affective achievement, cooperative learning for 
English speaking was applied to  50 university students of K university in Seoul for 4 months 
from March 2 to June 20 in 2018. And then the affective achievement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the cooperative learning in university general English classes made a difference in the 

improvement of English speaking ability (accuracy, fluency, complexity). Second, the cooperative 
learning in university general English classes made a difference in confidence of learning and 
interest in learning among the affective achievement but there’s no difference in study attitude 
and learning motivation. Third, the cooperative learning in university general English classes 
made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English speaking ability (accuracy, fluency, 
complexity) on the confidence of learning and interest in learning of the affective achievement, 
but there’s no difference in study attitude and learn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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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하늘의 별 따기’로 비유되고 있는 한민국의 취업경

쟁에서 살아남기 하여 학생들에게 어란 필수항

목이 되어 버렸다. 좋은 직장에 합격하기 해서는 높

은 어성 이 필수 인 것이다. 연간 사교육비 35조 

원  어에 투입되는 액만 약 15조원으로 어교육

이 한국 사교육계의 차지하는 비 은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 

그러나 어과외, 학원 등 다양한 교육 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회피하지 않고 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5%

로도 채 되지 않으며, 2009년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어말하기 실력은 157개 참가국  121등으로 매우 

조한 성 을 보 다[2]. ․ ․고 12년간 어를 학습

하고 이후 학에 진학해서 어학습에 많은 시간과 돈

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 

사회 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으며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으로 ‘ 동학습’이 두되고 있다.

‘ 동학습’은 소집단에 함께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사

회 으로 구조화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학습이 이

지도록 만들어진 력  활동을 의미한다[3]. 소집단 내

에서 각자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의 학습향상을 증진하도록 동기가 부여되며 이

를 바탕으로 동학습은 각 소집단 구성원들의 학문

인 성과를 증진시키기 해서 다양한 학문 인 성취와 

벨을 가진 학생들이 토론, 토의, 상호  학습 등 다양

한 학습활동을 이용하는 작은 을 수반하게 된다[4]. 

이러한 동학습은 집단 속의 개인이 어떻게 다른 구성

원들과의 계 속에서 학습의 효과를 모두에게 최 치

로 올리는지에 을 둔다.

동학습은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진시키고 학

습자들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 이고 안정 인 분

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동학습은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이끌어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정서

 안정과 상승된 학습 동기와 같은 정의  역의 반

된 양상을 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학습에 한 정  효과를 토 로 학

계에서도 동학습을 활용한 어 교수학습에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8].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동학습을 활용한 어교육이 학습자 심의 학습

활동과 지속 인 자기주도 어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의 어말하기 능력향상과 정의  성과를 높이

는 등 어교육도구로서 동학습의 다양한 장 을 제

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교육계, 학계 등에서 동학습에 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 에서 향후 동학습이 원활하게 도

입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해 어교육

에 동학습을 용해 보고, 구체 인 수행방법 제시와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집단 동학

습과 어읽기 능력의 계, G러닝 활용과 동학습 성

과, 스마트 교육에 기반 한 학습 성과 등 두 변인을 활

용한 부분 인 계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학습을 통한 정의 성과(학습자신감, 학

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 뿐만 아니라 어말하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을 비교 분석 함으로

써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언어로서의 어가 그 본연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를 교육하기 

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존 어교재  학습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수의 비 을 이고 학생들의 

동학습을 통해 언어감각 발 을 증진시키는 것을 연구

목 으로 한다. 즉, 기존의 문법, 어휘, 그리고 독해 

주의 통 인 어 교수법에서 벗어나 어를 통한 커

뮤니 이션 능력을 효과 으로 상승시켜 학생의 말

하기 능력향상과 정의  성과를 제시하는데 연구목

을 두고 있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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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첫 번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어말하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정의  성과(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

미,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어말하

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과 정

의  성과(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간의 상 계가 발생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협동학습

동학습은 학생들이 학문 인 과업을 함께 수행하

가도록 격려하고 요구하는 교육  방법의 구성원으로

써 명확하게 주어진 과업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소집단에서 구성원 각자의 학습목표 달

성을 해 학습자들이 함께 일하는 수업활동을 동학

습으로 정의 한다[9].

동학습은 구성원들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을 쉽게 하기 해 상호간의 정 인 상호의존성

을 높이고,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학생이 동

시다발 으로 참여하게 하며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들

이 없도록 과업을 분배한다. 그리고 이를 해 세 한 

수업모형 차진행, 수업 목표, 학습과제, 교수-학습 과

정, 정 인 행동에 한 보상체계 운   평가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을 필수 인 요소로 운

하여야 한다.

한, 동학습 운  시 교수의 역할이 매우 요하

다. 동학습을 조직한 교수는 소집단에서 과업을 수행

하는 학생들 각자에게 많은 사회 인 역할을 부여하고 

소집단 수행에 자주 무작 로 여하고 결과물을 평가

하며, 소집단 구성원이 개인 으로 어떻게 수행에 참여

하는지를 찰한다. 소집단이 올바른 해답이나 해결책

에 도달했을 때는 소집단 체로써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동학습의 효과는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므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그룹을 구성하는 단계로부터 동학습을 통한 소집단 

활동, 평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학생들의 동을 

향상시키는 것에 을 두어 선택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교수의 역할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10]. 이건

(2012)과 Kagan(1999)은 동학습에서 교수의 역할로 

수업  필요사항 의사결정, 과업과 동  구조설명, 

동과정 모니터  개입, 과정평가  학습마무리 등 4가

지를 강조하 다[11].

동학습 수행 시 교수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역할도 

요하다. 과업을 성취할 때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 인 책임은 소집단 

체의 결과도출에 상당히 큰 향을 다. 동학습의 

내재된 원리는 소집단 구성원을 각각 자신이 추구하는 

측면에서 더욱 강한 개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 따라서 각자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당된 자료를 배우고 다른 구성원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최근 학에서도 이러한 동학습을 이용한 어교

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학습법 보다 소집단 동

학습이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더 많이 높여주며 수학

 과업, 차  과업과 함께 읽기, 쓰기와 발표와 같은 

언어 인 과업의 발 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는 지식이나 언어와 같은 인지  발 이 어떻게 이루어

지기를 사회문화 인 에서 조명하고 학습자가 타

인을 만날 수 있는 그룹 내에서의 소통과 사회 인 상

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발 한다는 것이다. 즉. 어학

습이 동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정 인 결

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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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협동학습 공통목표 및 특징

구분  동 학 습

공통 목표
· 집단 내 공동가치 혹은 목표달성을 위한 집단 내
  상호작용 강조

개념 · 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

접근 · 사회심리학적 접근

특징 · 교수학습모형, 방법론 중심 실용주의적 접근

활동 · 교수의 계획에 의함

강조점 · 상호의존성과 개인적 책임 강조

학습자 · 상대적으로 수동적(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함)

소집단 구성 · 구조적이며 교수가 미리 준비한 방법으로 구성

평가
· 최종학습 단계의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여 등

급화  

2. 영어말하기 능력

어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발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서 언어 인 요소와 비

언어  요소를 사용하여 구두로 표 하고 말하는 사람

의 사고와 감정을 달하는 능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신해철(2016)은 모국어 습득시의 말하기

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어 학습 시는 

어휘, 문법, 발음 등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

하기를 제 로 할 없다는 에서 말하기 지도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다. 

한, 김진철(2018)은 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고 국

제 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말하기 능력이 그 사람의 

어실력을 단하는 거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경

우에 외국어학습을 말하기 학습으로 생각 할 정도로 말

하기는 외국어 학습에서 요하게 여겨져 왔고 실제로 

말하기는 특정 목표 성취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요한 기능이라고 하 다. 즉, 어말하기는 달성하기 

힘든 언어 역이므로 어교육에 있어서 체계 인 

근이 필요하고 교수는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 수 의 말하기 수업내용과 지도방안을 

연구해야 한다[12].

어말하기 지도란 다른 사람들에게 음성언어를 통

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고 효과 으로 달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Brown(2017)

은 어말하기 지도의 원리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말하기 지도는 정확성에 을 둔 언어 인 

에서부터 상호작용이나 의미, 유창성 등에 을 둔 

의미 달에 기 한 까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

켜 주어야 한다. 둘째, 말하기 지도는 언어 인 지식뿐

만 아니라 심리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말하기 지도는 

유의미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제 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말하기 지도는 한 오류

수정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말하기와 듣기

를 자연스럽게 연계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에게 화

를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3].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는 어말하기 수업을 진행하

기 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의사소통 과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이

다. 즉, 참여자들 사이에서 언어를 매개로 의미하는 

상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을 바탕으

로 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학

습의 반에는 통계 인 활동이나 유사의사소통 활동

에 근거한 활동들을 활용하고, 후반에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와 비슷한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14]. 

3. 정의적 성과

어 학습에 미치는 가변 이며 후천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정의  요인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비교  크다고 여겨지는 정의  성과로 학습자신감, 학

습동기, 학습흥미를 들 수 있다.

자신감은 각 개인이 스스로에 하여 내리거나 습

으로 유지하고 있는 평가를 가리키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정도를 의미한다

[15]. 자신에 한 정 인 자아개념과 성취에 한 확

신이 있을 때, 학습자는 극 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실력에 한 확신과 자아에 

한 존 이 있을 때 인간 자아에 한 행 는 언제나 정

당성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실력에 한 확신이 있는 

학습자는 그 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더욱 효율 인 말

하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Heyde(1979)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논지를 강화시켜 다고 할 수 있다[16]. 한 높

은 자아만족도는 성공 인 언어학습을 이끄는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 역시 일련의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

다. 따라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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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한 요인은 학습자의 학업에 한 흥미와 자신감

이며, 교수는 학습자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

록 수업 분 기를 이끌어가고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17]. 

학습 동기란 목표달성을 하기 하여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 욕구라고 정의 할 수 있다. Harmer(2017)는 

학습동기에 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지속 으로 하도

록 하는 모종의 내 인 추진력이라고 정의했다. 

Braown(2010)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한 요인

을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히 동기화 될 때 학습은 성공 일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곽노행(2011)에 의하면, 동기는 어떤 상이나 사

물에 한 심 는 어떤 특정한 행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 다[13].

동기란 특정행동을 유발, 유지시키는 욕구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동기의 종류에는 통합  동기, 도구  

동기, 내  동기, 외  동기가 있다. 특히 언어학습에 

련된 동기는 내 동기와 외 동기가 있는데, 내 동기

는 활동자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보상이 없이도 그 일

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숙도와 자기 결정능력과 같은 

내  보상이 행 의 목표이다. 반면, 외 동기는 학습자

가 보상을 받을 것을 기 하며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 학습에서는 외 보상이 효과 이지만 장

기 을 봤을때에는 내 보상이 더욱 더 외국어 학습에 

성공 인 학습결과를 보인다[18].

4. 선행연구 분석

지 까지 연구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26]. 

Griffiths(2008)는 언어 습득을 사회 으로 끌어오게 

되면 집단역학과 더불어 사회  치, 성격, 선호하는 

학습방법과 같은 개인  차이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 하면서 교실 안의 동학습은 

소집단 구성원이 개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해답

을 찾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방법, 

략, 스타일들을 한데 모아 언어습득을 쉽게 한다고 주

장하 다. 즉, 의미 상과 래와의 동이 필수 인 의

사소통의 과업과 더불어 자연 으로 목표 언어에 한 

언어  과업을 수행하면서 언어습득이 가능해지는 것

이다[19].

Brown(2017)은 2000년부터 어가 가진 의사소통

인 속성들을 강조하는 교수 근법이 발달하여 교실에

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업들로 특성화되어야 한다고 언 하 다[13].

서 순(2017)은 한국 EFL환경 교양 어 수업 시간에 

학생 108명을 연구 상으로 실험반은 STAD 동학

습 수업 모형을 비교반은 교사 심의 강의식 어 읽기

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어읽기 능력과 학습태도를 측

정하 다. 그 결과 교사 심의 강의식 수업보다 STAD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토익 RC 수가 통계 의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21].

이혜련(2016)은 학 어 읽기 수업에서 동학습이 

의사소통 불안감과 의사소통 의지에 어떠한 향을 주

는지 연구하 다. 어 읽기수업 내용과 련된 학습과

제와 독해문제를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여 공통된 답

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동학습과정이 진행되었다. 연

구결과 동학습의 그룹 활동과 짝 활동에 참여한 학습

자의 의사소통 불안감이 실험 과 비교하여 감소했으

며 의사소통 의지는 상승하게 되어 동학습이 이 두 

요소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

[22].

김 옥((2017)은 학 교양 어 읽기수업에서 실행된 

동학습에서 우리나라 학생 어 학습자가 느끼는 

경험의 질이 인지 , 정서  동기 역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통 수업과 비교하여 알아보는 실험을 하 다. 

그 결과 인지  역의 인지  학습과 정서  역의 

자존감, 활동성, 동기 역의 수업활동 조 , 내 동기, 

체감 난이도, 수업참여 정도에서 통수업 보다 동학

습에서 더 좋은 경험의 질을 나타냈다[23].

홍순태와 이상국(2013)은 학 어 읽기수업에 참여

한 학생들과의 직  면담과 학생들의 보고서를 통해 

동학습이 학습자의 정서  역에 어떤 향을 주었는

지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학습자들은 동학습이 불

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 상승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 다. 연구자는 소집단 동학습에서 같은 학습

자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활발하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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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과 분 기가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동학습을 통한 불안

감과 고립감의 감소가 학습자들에게 정 인 학습 환

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하 다[24]. 

조정순(2012)은 어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연구하

는데, 연구결과 첫째, 동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

은 스스로 학습을 비하고 튜터나 튜티가 되어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동료교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

을 정교화하고 학습 효율성을 높이며 학습동기를 높여

갈 수 있었다. 둘째, 학습자들은 동학습 활동에서 맡

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그룹 체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에 개별학습 때보다 능동 이고 극 으로 참여

하게 되는 것이 학습동기를 상승시켰다고 응답 했다. 

셋째, 집단 간, 동료 간 선의의 경쟁구도로 학습동기가 

유발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해 책임감 있게 개별 할당 과제를 비하게 되

고 학습 성과에 한 조별보상이나 동료의 성 향상은 

학습동기를 하게 강화한다고 응답하 다[25].  

반면, 동학습의 단 을 지 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김혜경(2016)은 어수업의 단 으로 ‘소란스럽고 산만

한 분 기’가 교수자들이 수업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학습자들의 집 력을 감소시키며 그룹의 구성원이 소

외감을 느끼게 하여 학습동기를 해하여 학습에 수동

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언 하 다. 정숙희

(2014) 역시 동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습자 간 형성된 

친 감과 유 감으로 인해 잡담 시간이 늘어나 학습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했다. 이를 해결

하기 해 교수자는 지속 으로 동학습  과정을 모

니터링하고 학습 분 기가 과열되거나 축되지 않도

록 완 조 을 할 필요가 있다[26].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습을 통한 수업은 

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의 인 역에서도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습자는 흥미

를 갖고 극 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고, 다양한 상

황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동학습을 통하 어수업의 장 을 활용하여 학생 

학습자들의 어말하기 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정

의  성과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련성을 찾아보

고자 한다.

한, 지 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거시

인 측면에서 학교양수업의 동학습이 학생의 

말하기 능력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시 인 측면에서 동학습이 

어말하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과 정의  

성과(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에 미

치는 향을 좀 더 세 히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 2. 선행연구 분석

주제 연구결과
언어습득을 위한 

상호작용
·소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해답
을 찾기 위한 노력,방법 및 전략이 중요 함

영어가 가진 
의사소통

·교사중심의 강의학습보다는 학생중심의 토론수
업이 중요함

의사소통의 
불안감과 의지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이 의사소통의 불안감 해소
와 의사소통 상승효과를 이끌어냄

인지적, 정서적
 성과 측정

·인지적 영역의 인지적 학습과 정서적 영역의 자
존감, 활동성 등이 협동학습에서 더 좋은 경험의 
질을 나타냄

협동학습 그룹과 
비협동학습 
성과평가

·협동학습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 상승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 함

영어학습동기
·서로간의 튜터나 튜티가 되어 서로 가름침을 주
고 받음으로써 동료교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며 학습동기를 유발함

영어협동학습 ·학습자 간 형성된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 됨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이 어말하기 능력향

상과 정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서울

소재 K 학 학생 50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직  어

말하기를 한 동학습을 진행하고, 정의  성과를 검

증하 다. 동학습은 집단 속의 개인이 어떻게 다른 

구성원들과의 계 속에서 학습의 효과를 모두에게 최

치로 올리는지에 을 두기 때문에 가장 효과 인 

어 회화수업을 운 하기 하여 각 그룹마다 학생 수

를 5명 미만, 10개 그룹으로 제한하여 총 16주간 동학

습을 진행하여 그 성취도를 악하 다. 수업내용은 ‘취

업 어 면 ’으로 하여 최근 취업시장의 어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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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10가지 질문에 한 답을 학생들

과 만들어 보고 수업 방법을 촬 하여 가장 효과 인 

교수법을 찾아내도록 하 다.

2. 수업구성 및 운영

본 수업이 다른 어수업과 차별화된 은 교수가 

재자의 역할만 할 뿐, 직  가르치지 않으면서, 학우들

의 참여를 극 화한다는 이다. 교수는 수업방향을 제

시하고 화를 유도하며, 학생들의 답변에 한 평가도 

최소화 한다. 문법에 한 큰 지 도 하지 않고 수업 1

∼4주차는 최 한 학생들이 자신의 표 을 할 수 있도

록 용기를 북돋아 다. 학생들로 하여 , 비해온 답

안을 발 시켜 그룹별 토의학습을 통해, 궁극 으로 자

신의 랜드를 만들도록 유도 한다. 이후 최종 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답안을 숙지하고 모의 면 을 

학우들과 진행한다. 수업운 을 한 강의계획서와 10

가지 질문은 아래 [표 3]과 같다.

한, 어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해, 정확성, 유

창성, 복잡성을 평가한다. 정확성의 측정은 발화에서 나

타나는 오류를 측정하여 퍼센트로 나타내었다.유창성

은 발화의 유창성을 Foster, Tonkyn(2000)의 기 에 따

라 AS-uNIT의 수를 측정하 다. 복잡성은 발화의 복

잡성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어휘의 다양성을 통해 실

험 과 후를 비교하여 평가하 다.

표 3. 강의 계획서

구분 수업내용
WEEK 1 Self  Introduction 

WEEK 2 Q1)Tell me about  yourself? Part 1 

WEEK 3 Q1)Tell me about  yourself? Part 2

WEEK 4 Q1)Tell me about  yourself? Part 3 

WEEK 5 Q1)Tell me about  yourself? Part 4

WEEK 6 Q2) Why would you  like to join this company?

WEEK 7 Q3) What are your strengths?

WEEK 8 Q4) What are your weaknesses?

WEEK 9 중간고사(모의면접: 위 4가지 질문에 대한  답)

WEEK 10 Q5) What is your short term goal?

WEEK 11 Q6) Why is your long  term goal?

WEEK 12 Q7) How do you define  success? 

WEEK 13 Q8) How do you spend  your spare time?

WEEK 14
Q9) Tell me about your biggest challenges 
    in life and how you overcame it?

WEEK 15 Q10)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WEEK 16 기말 고사 (모의 면접:위 10 가지  질문에 대한 답)

3. 평가도구 

3.1 영어말하기 능력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어말하기 능력을 비교

하기 하여 실험에 들어가기 에 앞서 사  어말하

기 능력평가를 실시하 다. 사 , 사후 평가도구는 수업

에 진행될 10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답한 내용을 평가

하 다. 학생들의 사 , 사후 어말하기 평가는 이완

기(1995)와 윤소 (1999)의 총  채 기 표와 분석

 채  기 표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어말하기 총  채  기 은 1 에서 5 까지 5

등 으로 나 었으며 분석  채 기 은 ‘정확성’, ‘유

창성’, ‘복잡성’의 세가지 범주로 나 고 각 역별로 5

단계 리커드 척도(1∼5 )를 사용하 다.

3.2 정의적 성과

정의  성과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어말하기 능

력과 마찬가지로 수업 과 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검증하고자 하는 정의  성과는 '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그리고 '학습동기' 이 게 4가

지의 요인으로 설정하 다.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

에 한 문항은 정 , 오나라와 김양은이 MMORPG

를 활용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신감과 흥미도를 측정한 

설문에서 수집하 고,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 한 

문항은 Hayamizu와 Rayan과 Deci의 연구에서 참고하

여 본 연구의 내용과 설문참여 상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 다.

4. 데이터 처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통계처리는 SPSS 21.0 

로그램을 활용하여 t분석, 상 계분석, 타당성(요

인)분석,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 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항에 한 타당성(요인)분석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각 문항에 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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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설문문항
제거후 
알 값

크론바
하알

학습
자신감

나는 영어공부가 좋다 .81 

.83 

나는 영어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
을 수 있다

.76  

나는 영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73  

나는 영어공부만큼은 잘할 수 있다 .79  

나는 영어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
을 수 있다

.82  

보았다.

셋째, 어말하기 능력향상과 정의  성과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 다.

넷째, 어말하기 수업 후 어말하기 능력 향상과 

정의  성과를 비교․분석하기 해 각각 t분석을 실시

하여 성과를 비교 분석 하 다.

Ⅳ. 실증분석

1. 영어말하기 능력향상 효과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이 학생들의 어말

하기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수업 과 

수업 후 두 차례에 걸쳐 성취도평가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취도평가는 정확성과 유창성, 

복잡성을 각각 5  척도로 평가하 으며 값이 클수록 

해당 어말하기 역에서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학습 학교양 어수업에 참여하기  학생의 

어말하기능력 성취도는 9.34 이었고, 동학습 학

교양 어수업 참여 후 학생의 어말하기능력 성취도

는 10.24 으로 수업참여 후 학생의 평균 수가 상승

하 고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p<.00), 성취도의 하  3개 역에서도 모두 수업 에 

비해 수업 후 수의 상승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동학습 학교양 어수업 참여 , 후의 어말하

기능력 하 역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정확성이 

동클래스 어수업 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수

업참여  3.24 에서 수업참여 후 3.76 으로 0.52 의 

상승을 보 다. 유창성도 수업참여  3.14 에서 수업

참여 후 3.40 으로 0.26 의 상승이 있었지만 복잡성은 

동클래스 어수업  2.96 에서 수업참여 후 3.08

으로 0.12 의 소폭 상승에 그쳤다.

표 4. 영어말하기능력의 영역별 평가 결과

구분
사 사후

t값 p값
M SD M SD

정확성 3.24 .52 3.76 .52 6.34*** <.00 

유창성 3.14 .45 3.40 .49 4.15*** <.00 

복잡성 2.96 .20 3.08 .27 2.69*** <.00

총점 9.34 .78 10.24 1.23 7.37*** <.00 

* : p<.05, ** : p<.01, *** : p<.001, 

그림 2. 영어말하기 능력의 영역별 평가 결과

2. 정의적성과 평가 결과

동학습 학교양 어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의  성과를 분석하기 해 어수업 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항목

의 신뢰도(Reliability)를 측정하기 해 각 요인별 크론

바하 알 값을 도출하 다.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하여 반복하 을 때 나타나는 문항들 간의 내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측정하는 크론바

하 알 계수를 이용하 으며 크론바하 알 계수가 .6이

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정의  성과를 구성하고 있는 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의 크론바하 알 값은 .83, .82, .84, 

.85로 .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5. 정의적성과 설문문항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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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설문문항
제거후 
알 값

크론바
하알

학습
태도

나는 영어시간에 교수님이 가르치
는 것을  열심히 듣는다

.79  

.82 

나는 영어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공
부한다

.78  

나는 영어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80  

나는 영어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
하지 않는다

.78  

학습
흥미

나는 영어공부 시간이 즐겁다 .74  

.84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
는 것 같다

.78  

나는 영어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
겠다

.81  

나는 영어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모
를 때가 많다

.82  

학습
동기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영어공부를 한다

.81  

.85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76  

나는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82  

나는 영어시간이 기다려진다 .79  

앞에서 신뢰도 검증과정을 통해 확인된 4개의 정의

성과 요인에 한 학생의 동학습 학교양 어수

업 과 후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다. 수업 에 비해 수업 후에서 모든 정의  성과에 

한 응답이 정 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되었지만, 정

의  성과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습태도와 학습동기는 수업  

후 응답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수업 전후 대학생의 정의적성과 차이분석

요인 구분 N M SD Diff t값 p값

학습
자신감

수업전 50 3.57 .55 
.65 7.08*** <.00 

수업후 50 4.22  .45 

학습
태도

수업전 50 3.22  .63 
.04 .31 .76 

수업후 50 3.26  .59 

학습
흥미

수업전 50 3.45  .42 
.46 4.47*** <.00 

수업후 50 3.90  .57 

학습
동기

수업전 50 2.95  .43 
.14 1.39 .17 

수업후 50 3.08  .51 

* : p<.05, ** : p<.01, *** : p<.001, 

학습자신감은 수업  3.57 에서 수업 후 4.22 으로 

.65 이 향상되었고(p<.00), 학습흥미는 수업  3.45

에서 수업 후 3.90 으로 .46 이 향상되었다(p<.00). 

반면, 학습태도는 수업  3.22 에서 수업 후 3.26 으

로 .04 이 향상되었고 학습동기는 수업  2.96 에서 

수업 후 3.08 으로 .14  향상되었지만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그림 3. 수업 전, 후 학생의 정의적 요인 차이

3. 영어말하기 능력과 정의적성과 간 상관분석

어말하기 능력과 정의  성과간의 상 성을 확인

하기 해 동학습 학교양 어수업을 받기  학

생들의 어말하기능력 성취도와 정의  성과의 응답

수, 동학습 학교양 어수업을 받고 난 후 학생

들의 어말하기능력 성취도와 정의  성과의 응답 

수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수업  결과는 [표 

7], 수업 후 결과는 [표 8]에 제시하 다.

수업  어말하기능력 성취도와 정의 성과 요인 

간 상 계수를 살펴보면 어말하기능력 하 요인은 

정의  요인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태도와 학습동기

에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말하기능력의 하 요인  정확성과 정의  성

과요인  학습자신감과의 상 계수는 .49(p<.00)로 높

은 정(+)의 상 성이 있었으며 유창성과 학습자신감 

.38(p<.00), 복잡성과 학습자신감 .36(p<.00), 정확성과 

학습흥미 .35(p<.00), 유창성과 학습흥미 .30(p<.00), 복

잡성과 학습흥미 .28(p<.00)순으로 정(+)의 상 성이 

확인되었다. 

표 7. 수업 전 영어말하기 능력과 정의적성과 간 상관계수

구분 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

정확성
.49***
(<.00)

.12
(.41)

.35**
(<.00)

.05
(.72)

유창성
.38**
(<.00)

.22
(.13)

.30*
(<.00)

.04
(.80)

복잡성
.36**
(<.00)

.15
(.31)

.28*
(<.00)

.06
(.69)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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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습 학교양 어수업 후 어말하기능력 성

취도와 정의  성과 간 상 계수를 살펴보면 수업  

결과와 유사하게 어말하기 능력 하 요인은 정의  

요인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말하기능력의 하 요인  정확성과 정의  요

인  학습자신감의 상 계수는 .58(p<.00)로 높은 정

(+)의 상 성이 있었으며, 유창성과 학습자신감 .52 

(p<.00), 유창성과 학습흥미 .49(p<.00), 복잡성과 학습

자신감 .46(p<.00), 정확성과 학습흥미 .42(p<.00), 복잡

성과 학습흥미 .41(p<.00)순으로 정(+)의 상 성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어말하기능력과 정의  성과간 상

성은 어말하기 능력 하 요인 모두 정의  요인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수업  상 성에 비해 수업 후 상

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수업 후 영어말하기 능력과 정의적성과 간 상관계수

구분 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

정확성
.58***
(<.00)

.26
(.07)

.42***
(<.00)

.03
(.85)

유창성
.52***
(<.00)

.03
(.81)

.49***
(<.00)

.04
(.79)

복잡성
.46***
(<.00)

.11
(.45)

.41***
(<.00)

.13
(.37)

* : p<.05, ** : p<.01, *** : p<.001, 

학습자신감 학습태도

학습흥미 학습동기

그림 4. 수업전후 영어말하기능력과 정의적 성과 상관분석

Ⅴ. 논의

본 연구는 언어로서의 어가 그 본연의 의사소통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를 교육하기 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존 어교재  학습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교수의 비 을 이고 학생들의 동학습을 통

해 언어감각 발 을 증진시키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한

다.

이를 해서 설정된 가설을 심으로 과학  연구방

법과 통계처리 차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이 어말하기 능력향상

과 정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어말하기 능력 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에 차이가 

발생하 다. 세부요인별로는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순

으로 차이가 발생하 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김보 (2018)은 학생과 

학원생 24명을 실험 상자로 모집하여 학습자의 자

기수정활동이 어말하기 능력  정의  역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는데, 연구결과 학습자의 어말하

기 능력  유창성과 복잡성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았다[30]. 찬국(2011)은 학생 100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동료평가활동을 통한 동학습이 

학생 어말하기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는데, 연구결과 정확성과 유사성, 복잡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7].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학습이 어말하기 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습 련 활동을 잘 구 하여 학생들이 실

질 으로 학교양 어수업이 자신들의 학습발 에 

정 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효과를 통해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 등 본인의 어말하기 능력 향상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정

의  성과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차이가 있었지

만,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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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경(2018)은 충남의 4년

제 종합 학의 필수교양 어 말하기수업에 참여한 신

입생 117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학교양 어 말하

기수업 동학습이 어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연구결과,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 학습

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 다. 이남미

(2017)는 한국 EFL환경 교양 어 수업 시간에 학생 

108명을 연구 상으로 실험반은 STAD 동학습 수업 

모형을 비교반은 교사 심의 강의식 어 읽기를 진행

하여 학생들의 어읽기 능력과 학습태도를 측정하

다. 연구결과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학습이 제공하는 우호 인 

수업환경이 학생의 어 말하기 능력 향상과 정의  

성과에 정  향을 끼친 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동학습의 우호 인 수업 분 기에서 텍스트를 미리 

습하고 동학습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 토

론을 하는 동안 서로를 돕게 됨으로써 활발하게 학습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며 동학습 토론 시 구성

원들로부터 받은 격려나 지지가 더 많이 학습하는데 시

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동학습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

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정  효과로 인해 학생

의 정의  성과(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가 발생한다고 

사료 된다.

셋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어말하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의 정의  성과요소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발

생하 지만,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유진(2012)은 학생 75

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수 별 어학습이 말하기 능

력  정의  역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 결과 어말하기 능력의 정확성과 유창성은 정의

 성과의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김희선(2015)은 학생 39

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어말하기 연습이 말하기 성

취  정의  역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연

구결과 어말하기 능력의 정확성과 유창성, 복잡성은 

정의  성과의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8-30].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

습이 학생들의 어 말하기 능력(정확성, 유창성, 복

잡성)을 상승시켜 정의  성과(학습 자신감, 학습흥미)

에 정 인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단할 수 있

다. 즉,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을 경험한 학생

들의 자신감, 어말하기에 한 흥미, 태도와 같은 정

의  역이 상승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상응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31-33].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가장 유사한 흥미와 공통 을 공

유한 래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 환경에서 가장 큰 심

리  이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극 으로 상호 작용에 

참여하게 되고 연령과 능력이 비슷한 다른 사람이 과제

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것을 찰하며 자신의 학습 가

능성에 한 정  기 를 높여가게 된다(Schunk, 

1987). 이러한 정  기 는 극 인 수업 참여와 참

여를 통해 얻은 성공에 한 자기효능감 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35]. 

연구자로서는 본 수업을 통하여서 와 같은 효과를 

극 화 하고자 한다. 본 수업이 모델화 된다면 본 연구

결과는 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한 동학습 운 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반복 인 문장 패턴을 암기하는 시험을 한 배우는 학

습 방법은 회화 실력 향상을 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 어교육의 동학습운  방식을 통해 

어로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학습 단

계에서는 독창 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면, 학생들의 어습득 성취도가 한층 더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재미있고 소통을 강조하는 수업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은 물론 창의력과 논리  사고, 동 능력 등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을 목표로 하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조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 으로 본 동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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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단순히 시험 수를 확보하기 한 수단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이 어말

하기 능력향상과 정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여 기존의 문법, 어휘 그리고 독해 주의 통 인 

어 교수법에서 벗어나 어를 통한 커뮤니 이션 능력

을 효과 으로 상승시켜 학생의 말하기 능력향상과 

정의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어말하기 능력 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에 차이가 

발생하 다.

둘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학생의 정

의  성과  학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차이가 있었지

만,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학교양 어수업의 동학습은 어말하기 

능력향상(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이 정의  성과의 학

습자신감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발생하

지만,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

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상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K 학교 

학생으로 한정 하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국에 소

재하고 있는 학교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최근 어말하기 능력과 정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

수를 활용하여, 인구통계학  변수를 활용한 ANOVA

분석, 매개분석, 조 효과 분석, 다 회귀분석을 통해 

심층 으로 연구가 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이나 찰 등의 질 인 

연구방법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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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1. 사전, 사후 말하기 능력 채점지

구분
학생

A+ A0 B+ B0 C+이하
정확성 5점 4점 3점 2점 1점

유창성 5점 4점 3점 2점 1점

복잡성 5점 4점 3점 2점 1점

총점

2. 정의적성과 설문문항

NO 설문문항
아니다

매우 그 다

1 나는 영어공부가 좋다 1점 2점 3점 4점 5점

2
나는 영어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
을 수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3 나는 영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1점 2점 3점 4점 5점

4 나는 영어공부만큼은 잘할 수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5
나는 영어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
을 수 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
나는 영어시간에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듣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7
나는 영어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공
부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8
나는 영어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9
나는 영어시간에 다른 학생과 장난
하지 않는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0 나는 영어공부 시간이 즐겁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1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2
나는 영어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
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3
나는 영어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모
를 때가 많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4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영
어공부를 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5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6 나는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7 나는 영어시간이 기다려진다 1점 2점 3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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