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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세계화의 본격화에 따라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어감에 따라, 영어학습

의 목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이

다. 의사소통능력이란 문법능력, 담화능력,1) 사회∙언어적 능력, 

전략능력을 모두 포함한 능력을 말하며(Canale & Swain 

1980), 이러한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이해하는데 부

터 시작하며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이 성립될 수가 없

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듣기능력이 

우선적으로 길러져야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EFL)2)로 배우는 환경에서는 

주로 교실이라는 인위적인 학습 환경에서 영어를 배움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에의 노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대

부분의 교실상황은 한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어로 영어수업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이 부족하여 영어를 들을 

때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듣기에 수반

된 불안은 감지하기 힘들지만 잠재적으로 듣기능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영어 학습자가 갖게 되

1) 일정한 전갈(message)을 지닌 말 또는 글의 일관된 연속체의 단위를 담화라 하며, 담화능력은 

이러한 담화를 대화로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2)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자로 외국어로서의 영어라는 개념은 대체로 영어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영어의 다양성은 시대적ㆍ지역적 다양성 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가 지니는 

역할이나 기능의 상이에서 유래되는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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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안감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1996년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에 영어듣기항

목이 들어간 이후로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서의 듣기 지도가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

상에 필수적인 올바른 청해 지도를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에 기본

이 되는 듣기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Eastman(1991)은  수업 중 학습자들이 듣기불안을 느

끼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듣기활동 중 불안을 느낀 학습자들

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성취도가 낮다는 결론을 내린다. 

  외국어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지능과 

언어적성과 같은 요인들은 선천적인 요소가 강해서 교육에 의해

서 변화하기 힘들지만, 불안과 같은 정의적인 요인은 학습 환경

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학습자의 의지와 훈련에 의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의 불안에 관한 연

구 필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영어학습자가 가진 불안과 같은 부족한 외국어 능력을 보완하

기 위하여 적절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중에서 전략적 능력이라 한다. 언어학습 전략이란 언어 학습자들

이 자신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 단계들이나 

행동들이다. 이런 전략들은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장기기

억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학습자들은 외국

어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들이 사

용하는 전략들에 대하여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Oxford 

1993) 대표적인 전략적 능력 연구인 1990년의 Oxford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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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2가지의 학습전략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들 특징들 중 

하나가 전략은 가르쳐 질 수 있으며 적절한 지도나 훈련을 통해

서 수정이나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볼 때 외국어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분석, 고찰하여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해적 불안요인을 밝혀 불안을 감

소시키고,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유형을 밝히고 그 

전략들을 학습자들의 교육에 잘 접목시켜 외국어 학습자들의 학

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가 

입증된 불안과 전략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남녀별, 성취도별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사용하는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어듣기 불안과 전략

의 역할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남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불안과 전략, 그리고 영어 듣기평가 성취도 

결과에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아닌 EFL

성인학습자와 아동학습자 및 여타의 학습자에게 적용할 때 인지

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이효웅(2001)에서 사용된 

Lee & Jung에 의해 개발된 검사지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대상이 특정 집단에 제한되므로 검사지내용의 일반화는 좀 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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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 듣기불안의 경우 검사 시 검사의 중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학습자의 정서적 요인을 자기 검사지를 통

해 측정하는 것으로 정밀한 정서적 변인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의 EFL상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ES

L3)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3)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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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고찰고찰고찰고찰

2.1 듣기의 정의 및 중요성

  듣기는 언어의 4가지 기능 중에서 모국어 습득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외국어로써의 영어습득에서 듣기는 가장 먼저 습득되어지

는 기능으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Rivers(1981)4)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활동에서 말하기

는 30%, 읽기는 16%, 쓰기는 9%를 각각 차지하는 반면에 듣기

는 약 45%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Rivers는 영어 학습에서 의

사소통에 있어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취이해의 지도가 가장 중

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듣기는 1970년대까지 말

하기 능력이 향상되면 자동적으로 향상되는 수동적인 기능으로 

간주되었다. 듣기는 1970년대 후반 James Asher(1969)의 전

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 TPR)이 알려지면

서 비로소 언어학습 및 교수에서 조명을 받게 되었다. TPR학습

법은 학습자들이 구두로 반응을 보이기 전에 충분히 듣게 함으로

써 학습자가 듣고, 명령을 따라하며,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

해한 것을 표현하게 함으로 듣기를 강조했다. 이어 1980년대에

는 Krashen & Terrell(1983)의 자연적 교수법도 듣기만을 위

4) 그는 이 연구에서 이해자료의 표면적 세부를 멀리하고 의사소통과 언어학습으로서의 듣기에 대

한 전체적 관점을 제공했다. 이에는 듣기 중심을 위한 언어수업 계획을 위한 유용한 활동의 요

약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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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하기의 이전단계를 정하고 그 후 조기 말하기 단계가 뒤따

르는데, 학습자들은 한 단어로 또는 짧은 구절로 답변을 하게 한

다. 말하기 이전 단계는 성인학습자인 경우 몇 시간동안, 어린이

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Nord(1981)에 따르면 

듣기가 말하기보다 앞서야하는데, 듣기가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는 

반면,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언어학이나 의미론 등을 포함한 청취력의 본질에 관한 

연구결과 듣기는 더 이상 수동적 능력이 아닌 화자의 언어적 능

력과 함께 의미를 구성하고 말을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기능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2.2 영어 듣기불안 

  2.2.1 영어 듣기불안의 정의와 원인

  듣기 불안이란, 듣기활동 중에 학습자가 느끼게 되는 불안, 스

트레스, 피로 등을 일컫는다. 듣기불안은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모

국어 사용 시에는 크게 느끼지 않는 반면, 외국어 사용 시 큰 불

안감을 가지게 되는 정의적 요인이다. 즉 L1 사용 시에 의식하자 

못하는 과정을 L2 과정에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

안은 학습자 개인과 수업과정에 발생되는 복잡한  상호작용 요인

에 의해 야기된다. 

  Scovel(1978)은 불안을 “자아존중, 억제, 모험시도와 관련된 

근심, 좌절, 자기의심, 우려, 걱정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인식의 

감정적인 상태”라고 정의했으며, 학습자의 성취도에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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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으로 간주했다. 그는 불안을 촉진

적 불안(facilitating anxiety)과 저해적 불안(debilitating 

anxiety)으로 구분하였다. 촉진적 불안은 학습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수행하는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학습

목표를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 동기를 부여한다. 반면, 저해적 불

안은 학습을 방해하고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과제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고 정의했다. 그의 연구는 불안을 새로운 연구과제로 부각 

시키고 불안을 촉진적 불안과 저해적 불안으로 분류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 할 만다. 

  Eysenck(1979)는 불안이 언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낮

은 불안은 언어수행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불안이 차

츰 높아질수록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안의 수준이 적당하면, 학습자들의 각성수준을 자극하여 성취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나친 불안은 학습을 방해

한다는 Gass & Selinker의 1994년 연구에 나타난 의견과 맥락

을 같이한다. Eynsenck에 의하면 불안의 이러한 이중적 영향의 

형태는 과업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자에게 주어진 과업

이 단순하고 쉬운 경우에는 낮은 불안이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

고, 어려운 과업일수록 걱정과 두려움 같은 감정적 측면에 학습

자의 주의력이 분산된다면 불안이 학습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학습자가 느낄 수 있는 과업의 난이도는 학습자 개개

인에 따라 다르고, 수행과제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불안이 성취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

들의 정의적 상태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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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학습자들의 정의적 상태와 언어 수행간의 긴밀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Oh(1990)는 불안이 학습수행과정에서 성취도뿐만 아니

라 학습자가 갖고 있는 언어학적 선험지식을 학습과정에 입력하

는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Young(1991)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언어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불안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불안,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 언어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절차 과정과 

언어평가의 형태에 의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형태로 영향을 받

는다고 불안의 원인을 나열하였다. 이 연구는 불안요소와 원인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고, 이 연구를 통해 학습

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한번 더 정의적 요

인의 복잡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Oxford(1993)는 학습자의 듣기불안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습자의 듣기 불안의 원인은 학습자 자신의 비현

실적인 듣기 목표와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즉 외국어 학습

자 자신이 모든 개별단어를 들어야 한다는 비현실적 듣기목표 때

문에 지속적으로 듣기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부를 

들어야 한다는 무리한 듣기 목표가 듣기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고 

Oxford는 말한다. 그는 이 연구에서 주요한 언어불안의 요소를 

개인의 무리한 목표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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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영어 듣기불안에 대한 이전 연구사례

  최근까지 제2언어 또는 외국어 교수방법론에서 듣기 이해는 중

요성과 실제사용을 위한 교수기법과 자료의 개발 면에서 경시되

어 왔다. 이전의 외국어 수업은 대부분 문법, 쓰기와 말하기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듣기불안은 불과 30-40년 전부터 

시작된 비교적 최근의 연구 분야이다. 듣기에 수반되는 불안을 

발견해내는 것은 정의적인 요인인 만큼 발견하기 쉽지 않다. 하

지만 듣기불안은 여러 연구를 통해 듣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증명되었다. 따라서 듣기불안에 관한 연

구와 듣기에 저해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듣기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Nord(1980)는 듣기 활동 중 생기는 불안감의 존재를 발견한 

초창기 학자이다. 그는 듣기 활동이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학습자

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학습부담 으로 불안감을 일으켜 그 이후의 

학습을 저해하게 되고, 이와 같이 학습자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

면 듣기 활동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

은 당시 연구의 방향이 주로 말하기 불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에 반해 듣기 불안에 대한 주장으로 학자들은 비로소 심리적 불

안을 듣기에 적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하기 보다는 듣기에 불안의 요소가 더욱 강하다는 것

을 밝혀냈고 듣기불안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에 비해 주목할 만한 것 같다.

  Mayer(1984)는 듣기가 여타 다른 활동에 비해 더욱 어려운 

활동이며 듣기불안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듣기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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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듣기활동을 제공해야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한다.  

  Horwitz & Young(1991)은 말하기, 시험상황 뿐만 아니라 듣

기 활동 중에서도 심한 불안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Horwitz는 외국어 불안검사지(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만든다. 이 검사지는 오늘날 까지

도 신뢰성 있는 검사지로 여겨져 여러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Joiner(1896)는 듣기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연구하였

는데 학습자들이 듣기에 대한 자기 부정적 개념에서 듣기 불안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Krashen(1988)은 “감정은 개인의 외국어 학습동기와 

그 밖의 감정적 변인이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Krashen은 감

정요인 이론을 외국어 습득에 적용하여 외국어 학습속도의 개인

차를 설명한다. 감정요인은 구체적으로 불안, 동기, 자신감의 세 

가지 영역의 감정필터5)를 가지고 있다. 낮은 불안과 강한동기,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낮은 감정 필터를 가지고 있는 학습

자가 높은 감정 필터를 가진 학습자들보다 외국어를 좀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불안뿐만 아니라 동기와 자신

감이라는 감정적 영역을 다양하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Young(1991)은 학습자입장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함으로써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불안감이 낮은 교실환경

을 조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5) Affective Filtering은 Krashen, Dulay &Burt(1982) 등이 제안한 용어로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

하기 위한 모형으로 여러 가지 담화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을 감정 필터 혹은 

정의적 여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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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cella & Oxford(1992)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그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은 과업들과 직면했다고 느낄 때 듣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습자은 그들 자신이 듣기과제

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를 모두 이해해야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듣기불안은 가중된다고 했다. 또한 많은 학

습자들은 그들이 능숙한 언어구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발

음, 광범위한 양의 어휘습득, 많은 문법적 지식, 해외체류 경험 

그리고 언어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

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영어학

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 적용되기 적합한 연구로 초기학

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효웅의 2001년 연구에 의하면 듣기불안은 학습 동기를 저

해시키고, 또 듣기 향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믿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어 듣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교실수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고 하여 듣기불안에 대한 전략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EFL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적용 가능

한 전략들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Mills, Pajares & Herron(2006)은 불어를 제 2외국어로 사

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들 자신의 외국어 능력과 자기 

효율,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 불안의 역할을 재평가 한다. 

결과 듣기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기 효율은 여성학습자의 경우에

만 듣기 숙달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나타났다. 또한 언어불안은 

듣기 숙달도와 남녀 모두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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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자기효율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외국어 능력과 불안에 적

용시켜 불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 자기 효율이라는 

개념을 외국어 학습에서 상기 시켰다. 

  본 연구는 언어 불안의 종류를 본연구의 대상자인 EFL학습상

황의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불안을 느낀다고 조사되어진 입력 특

성, 처리 과정, 교수 요인, 개인적 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학

습자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불안의 영역을 규명하고, 불안이 

적은 환경에서 효율적 듣기를 위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이고 전략

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듣기에서 불안의 결과를 보는 

것이 첫 단계이고, 다음단계는 바로 이 청해 불안의 원인을 밝혀

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2.3 듣기전략의 정의와 이전연구사례에 따른 분류

  언어학습 전략은 우리의 학습자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성공

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가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다. 전략들은 외국어나 제2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

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도구들

이다. 전략들은 학습과정을 더욱 쉽고, 더욱 효과적이고 자기 주

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학습자들이 더 나은 언어의 유창성을 획

득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Oxford 1990)

  듣기전략이란 청자가 타인의 발화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

고 배우거나 유지하기위해 활성화하는 심적과정 또는 듣기자료를 

이해하고 회상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특정한 기술이나 단

계, 활동(Rubin, 1987)을 의미한다. 이러한 듣기전략은 학습자가 

학습 성향이나 당면과제에 적합한 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 13 -

이러한 전략들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이며 목적 지향적으로 스스

로 학습을 규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듣기에 따르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언어습득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하므로 학습자들이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Vogerly(1995)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청취자가 되기 위해서

는 학습과정에 반드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뒤에 설명될 여러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

는 주장이다.

  제 2언어 듣기전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듣기 전략의 분류

와 외국어 능력과 듣기전략사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Chamot 

& Kupper, 1990; Vann & Abraham, 1990) 등이 최근 10년

간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듣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영어교수학습의 다른 분야

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Naiman, Frohlich, Stern & Todesco(1978)와 

Oxford(1990)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언어연습에서 부터 분석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

용한다고 한다. 즉, 언어 학습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외국

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 또한 언어학습과제에 

대한 정의적인 요구도 잘 처리하며, 성공적인 언어습득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외국어 구조를 바꿔간다고 한다. 반면, 비 성공

적인 학습자는 때때로 자신이 사용한 번역, 기계적 암기, 반복과 

같은 평범한 전략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

다.(Nyikos, 1987) 따라서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 있어서 학습자 

개인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 14 -

다. 

  새로운 연구 영역에서 기대되듯이 학습전략을 일치되고 의미 

있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정의 내리는 데는 아직 어려

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제2언어 연구들은 수업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를 바라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

다. 그 결과들은 Oxford의 1993년 연구에서 종합해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적절한 언어학습 전략을 사용

할 때 언어의 전반적인 기능과 특정언어기능 영역에서 유창성과 

성취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공적인 언어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진한 학습자들보다는 많은 학습전략을 쓰고, 또한 

더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듣기전략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이나 인터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분류된 듣기전략을 살펴보

고자 한다. 

  Murphy는 1985년 연구6)에서 최초로 효과적인 ESL학습자의 

듣기전략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포함한 광

범위한 학습을 하는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언어 숙달

정도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당시

에는 학습 전략의 분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ESL대학생을 대상으로 듣기자료에 대한 구어 및 문어 

반응을 분석하여 17가지의 듣기전략을 밝혀냈다. 또 이 전략들을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회상전략으로 세부 사항으

로는 바꿔 말하기, 동의어 사용하기(word-hooking), 수정내용확

6) 그는 이 연구에서 듣기전략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듣기전략의 긴 유형분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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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checking) 등이 있고, 두 번째는 숙고전략으로 추론하기, 연

관짓기, 개인화, 예측하기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주제 분석, 언

어관례분석(analyzing the conventions of language), 주제 평

가가 있다. 네 번째는 자기 반성전략으로 여기에는 자기 평가와 

자기기술(self-describing)의 항목들이 있다. 다섯 번째는 연기

전략으로 반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록전략에는 노트정리와 그

려보기와 같은 세부 전략들이 있다. 그의 전략은 학습자들의 사

회적기능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 

  Chamot & Kuper(1989)는 ESL 대학생을 상대로 전략에 관

해 조사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듣기 학습자는 그

렇지 못한 학습자들과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 또 Chamot(1990)은 듣기학습의 단계에 따라 듣기전략을 구

분하였다. 즉, 학습자가 들어야 할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적으로 

집중해 들을 것을 계획하는 선택적 전략과 일반지식을 이용하는 

예측전략을 포함하는 듣기 전 전략(before listening strategy), 

듣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무시하고 듣기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지시된 집중을 포함하는 듣는 중 전략(during listening 

strategy), 듣기 전과 듣기 중 전략을 다시 확인하여 학습자가 

듣고자 했던 것을 들었는지를 포함하는 듣기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를 하는 자기 평가 전략을 포함하는 듣기 후 전략(after 

listening strategy)과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조전략들

(additional listening tips)로 나뉘어 지고 있다. 듣기 전 전략에

는 학습자가 들어야 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적으로 집중해 들

을 것을 계획하는 선택적 집중(selective attention)과 듣기자료

의 내용을 예측하기위해 일반 지식들과 제2언어지식들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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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전략(predicting)이 이에 속한다. 듣기 중 전략은 듣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무시하고 듣기 자체에만 집중하는 지시된 집

중(directed attention)을 의미한다. 듣기 후 전략은 듣기 전∙후
의 전략을 다시 확인하여 학습자가 듣고자 했던 내용들을 모두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자기평가전략 또는 확인(self-evaluation 

or verification)을 뜻한다. 보조 전략들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보는 추측전략, 들은 정보의 정리를 위한 반복전략 등이 

있다. 

  이전까지 행해져 오던 제 2언어 습득분야에서 전략의 분류는 

크게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과 의사소통전략

(communication strategies)이었다. 하지만 Oxford(1990)는 

의사소통과 학습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분리

하기 보다는 더 큰 체제인 학습전략으로 의사소통전략을 포함시

키는 새로운 전략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조직은 제 2언어 습

득에 있어서 학습전략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 항목들

을 일반화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였고(O'Malley & Chamot, 

1990), 매우 종합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own, 1994). 

  Oxford에 의하면 학습전략은 언어학습에 직접 도움을 주는 직

접적 전략(direct strategy)과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언어학습을 도와주는 간접적 전략(indirect strategy) 두 가지로 

나누고, 언어의 네 가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

였다. 목표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ing)을 요구하는 직접적 전략에는 기억전략(memory 

strategy),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 보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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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strategy)이 있고 언어학습을 도와주는 전략에

는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 정의적 전략

(affective strategy),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이 있다. 이 

6가지의 영역은 다시 19가지의 세부 전략으로 나누어지고 이것

은 다시 62개의 전략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들 하위전략 중 듣

기와 관련된 전략들은 아래와 같다(Oxford, 1990, 18-21, 

37-51, 135-147).

  먼저,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은 기억술이라고 하며 학

습자가 다량의 정보를 기억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

와주며 구두자료를 저장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 재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은 학습자가 목표어로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세 번째로 보상전략(compensation strategy)은 외국어에 대

한 지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이를 극복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네 번째로  상위인지전략(meta-cognitive strategy)은 학습

자가 학습과정을 조직하고, 정리, 평가하는 등의 학습과정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략이다.

  다섯 번째로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y)은 학습자가 언

어학습과 관련된 그들의 감정, 태도, 동기, 가치 등에 대한 통제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은 학습자가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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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on(1992a, 1992b)은 EFL대학생들이 인지전략을 상위인

지전략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밝혀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상위인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

들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인지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듣기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교과과정에 맞는 학습자들의 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크게 추론 전

략, 인지 전락, 선별적 집중 전략, 정의적 전략, 비교-반복 전략, 

자기관리전략 그리고 상위인지 전략으로 일곱 가지 범주로 나누

었다. 이러한 전략 범주는 학습자의 지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추

론전략, 인지전략, 선별적 집중전략, 비교-반복전략, 상위인지전

략 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의적 전략과 자기관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EFL학습상황의 학습자

들의 학습전략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밝혀진 전략을 분

류하여 만든 것이다. 

   첫 번째로 추론 전략은 학습자들이 듣기를 할 때, 자신이 부

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나머지 내용을 유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예로 아는 단어 위주로 듣기, 아는 

단어를 통해 문맥 유추해 내기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인지전략이란 학습자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들은 내

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인지

전략의 사용의 예는 들을 내용을 미리 짐작하여 듣기, 글의 종류

를 미리 파악하기, 들은 내용 되풀이 해보기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선별적 집중전략이란 듣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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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집중하게 되

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의 예는 문장구조에 주의집중하기, 

중요한 단어와 문맥에 신경 쓰기, 단어를 많이 외우려고 노력하

기 등이 있다.

  네 번째로 정의적 전략은 태도와 같이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감

정이나 듣기학습에 대한 자세를 통제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

러한 전략의 예는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기, 혼자 규칙적으로 영

어회화 테이프 듣기, 영어듣기에 대한 자신감 갖기, 듣기를 할 때 

딴생각 하지 않기 등이 있다. 

  다섯 번째로 비교-반복 전략은 학습자들이 듣기를 학습할 때 

반복해서 여러 번 학습하고 비교하는 것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교-반복 전략의 예는 미리 배울 부분의 문제를 읽어본 

후 본문 읽기,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였다가 그 후에 

반목해서 청취하기, 책을 먼저 보고 발음했던 부분과 수업시간의 

외국인 실제 발음 비교해 보기 등이 있다. 

  여섯 번째로 자기관리 전략은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여 학습

을 돕는 방법을 말한다. 자기관리 전략의 예는 영어듣기를 위해 

학원에 다니기, 영어문장을 보지 않고 여러 번 들으려 노력하기, 

비디오를 볼 때 상황에 따른 행동과 억양에 주의해서 보고 듣기 

등이 있다. 

  일곱 번째로 상위인지전략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상위인지전략의 예로는 

영어듣기위해 장단기 계획세우기, 세운계획이 잘 실천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테이프를 들을 때는 그 문장이 들릴 때 까

지 반목해서 듣고 책과 비교해가며 다시 한번 듣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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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학습전략들을 사용하여 성공적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비성공적 학습자에게 그 학

습전략의 사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학습자

들도 개개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효과적인 

전략사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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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연구조사연구조사연구조사연구조사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EFL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의 듣기학습과정에 있어

서 학습자가 느끼게 되는 불안과 학습자가 사용하게 되는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2006년 9월 부산시내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2학

년의 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이효웅(2001)의 도구를 축소한 새

로운 도구(부록1)로 영어듣기학습의 불안과 전략을 측정하였다. 

듣기성취도 평가는 학습자들이 가장 최근에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듣기평가를 사용하였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이전연구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한다. 

1.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듣기불안과 전  

   략이 나타날 것이다.

  1) 학습자들의 검사에서 나타나는 듣기불안 중 가장 많이 나타  

     나는 것은 입력의 특성, 처리과정일 것이다.

  2) 학습자들의 검사에서 나타나는 듣기 전략 중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것은 자기관리전략과 인지전략과 정의적 전략일 것  

     이다.

2. 학습자들의 듣기 성취도에 대한 듣기불안과 듣기 전략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 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는 듣기불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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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다를 것이다.

  2) 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는 듣기 전략  

     의 사용정도가 다를 것이다.

3. 학습자들의 성별에 대한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 남녀 학습자들 간의 듣기불안의 정도나 듣기전략의 사용 정  

     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3.3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206명이며, 모두 부산에 소재하고 있

는 고등학교의 2학년 남녀학생이다. 2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

로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진학이후 바뀐 학습 환경에 어느 정

도 적응하여 학습자 자신의 영어듣기 학습에 대한 고찰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그 중에서 남학생이 103명이고 

여학생이 103명이 조사되었다.  

3.4 연구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학습자들의 성취도평가의 평가 근거자료는 학습

자들이 가장 최근 실시한 두 차례의 시∙도 교육청 주관 듣기평

가이다.  이 듣기평가를 성취도평가 자료로 채택한 이유는 듣기 

성취도를 평가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객관적인 평가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 듣기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며, 또 학생들이 가장 성의 있게 시험을 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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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는 가정 하에서 이다. 

  또한 전략에 관한 연구조사 도구로는 이효웅(2001)에 사용된 

Lee & Jung이 공동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에 

나타난 전략은 추론전략, 인지 전략, 선별적 집중전략, 정의적전

략, 비교-반복전략, 자기관리 전략, 상위인지전략의 7가지의 큰 

전략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범주는 다시 40가지의 변인

으로 나뉘어 진다. 이 분류는 Jung(1998)과 이효웅(2001)에 의

해 신뢰도가 증명되어진 적이 있다. 이 설문지의 듣기불안에 관

한 부분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에

게 자유 작문형식으로 적어보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

들어진 것으로 불안에 관하여서는 응집력이 있는 39개의 문항으

로 입력 특성, 처리과정, 교수요인, 개인적요인의 4가지의 큰 범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반복된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38개의 문항으로 구성해 보았다. 

각 문항의 중요도와 변수들 간에 응집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사용

하지 않는다.’는 1, ‘대체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사

용하지 않는다.’는 2, ‘조금 불안을 느낀다./ 조금 사용 한다’

는 3, ‘대체로 불안을 느낀다./ 대체로 사용한다.’는 4, ‘매우 

불안을 느낀다./많이 사용한다.’는 5로 구분하였다. 또한 설문지

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는

데, t검증(t-test),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이원 분

산분석(two-way ANOVA) 그리고 던컨의 동질성검증

(Duncan's grouping)을 통해 신뢰도 95%수준에서 유의도 검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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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분석과 분석과 분석과 분석과 평가평가평가평가

4.1 성취도, 불안, 전략분석

  4.1.1 성취도

  학습자들의 성취도 분석결과 남녀학생 및 전체학생들의 평균이 

나왔다. 제2언어 혹은 외국어습득에 관한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성취도의 평균이 남학생의 성취도의 평

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준편차의 관접에서 보면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의 성취도에 비해 이질적 분포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간

의 점수 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학생의 평균

이 70점 이상이므로 비교적 용이한 평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남녀학생 및 전체학생의 성취도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71.88 15.919

여학생 76.06 13.158

전체 73.97 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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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전체학생의 불안

  듣기불안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은 결

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적 요인

에 대한 학습자들의 불안의 평균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듣기를 할 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보다 개인적으로 생기는 불안이 가

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하게 불

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 [표 2]처럼 개인적 요

인, 처리 과정, 교수 요인, 입력특성 순으로 평균이 낮을수록 학

습자들의 표준편차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2] 전체학생의 불안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위의 [표 2]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영어듣기를 할 때 가장 불

안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것은 개인적 요인과 관련되어 보이

는데 이 불안감의 범주에는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

다. 7)

불안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개인적 요인 3.2049 .65522 0.766

처리 과정 3.1911 .70311 0.877

교수 요인 3.1299 .71585 0.735

입력 특성 3.0598 .722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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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못들을 것 같으니까

2. 연음이 나올까봐

3. 듣기에 집중력이 생기지 않을 때

4. 영어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

5. 모르는 말(단어,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6.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데 나만 못 듣는 것 같을 때

7.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라서 오는 느낌

8.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9. 듣기에 대한 왠지 모르는 불안감

10. 듣기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두 번째로 학습자들이 영어듣기를 할 때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고 응답한 것은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여

기에는 아래와 같은 불안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1.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2. 대화의 첫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 뒷부분을 못 알아들으니까

3. 미리 예습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잘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5. 중간 중간에 놓쳐버리면 다시 들을 수 없으므로

6. 잠깐 딴생각을 하는 사이 앞 문제를 놓칠까봐 

7. 음성적으로 또렷이 들려도 그것을 조합했을 때 의미가 빨리   

7) 변수들의 나열순서는 본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며, 결과분석 시 사용된 편
의에 의해 숫자를 붙여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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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되지 않을 때

8.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할까봐

9. 전체내용은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때

10. 한 두 단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전체 문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11. 들리지만 즉각적인 해석이 곤란할 때

12. 내가 들은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세 번째로 학습자들이 듣기를 할 때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응

답한 것은 교수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 불안에 속하는 변

인들은 아래와 같다. 

1. 성적에 영향을 미칠 때

2. 한번밖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3. 주위의 소음으로 듣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4. 듣기를 한 후 질문을 받을 때

5. 영어를 듣고 동문서답하지 않을까

6. 들은 내용을 발표해야 할 때

7. 듣기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8. 듣기를 할 때 선생님이 주위를 돌아다닐 때

  네 번째로 학습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은 입력의 

특성과 관계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불안변수들이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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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2. 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 들을 수 없을 때

3. 영어지문이 길어지면 요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4. 평소 내가 알고 있는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다를 때

5. 테이프나 라디오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6.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

7. 생소한 주제를 들을 때

8.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 져서 영국인이나 호주인의 영어를 들을  

   때

  듣기불안에 관한 위의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학습자들은 개

인적 요인이나 입력의 처리과정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 

교수요인과 입력 특성에 관한 불안은 비교적 적게 느끼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앞서본 이전연구들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하지

만 결코 교수적 요인과 입력특성에서 오는 불안감의 평균치도 간

과할 수 없으므로 영어 듣기 교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

정적인 불안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는 

다르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이효웅(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습자들의 불안에 대한 각 항목의 평균이 개인적요인은 3.30, 

처리과정 3.46, 교수요인 2.27, 입력특성 3.50으로 모든 항목의 

불안이 본 연구보다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는 

특히 입력의 특성항목에서 평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학습의 주제에 따라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학습자들보다는 대학생 학습자들이 학습의 내용이나 주제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설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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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해준다.

4.1.3 전체학생의 전략

  전략에 관한 설문 분석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전체 학습자들

의 듣기 전략의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가 나왔다. 평균적으로

는 추론전략이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왔다. 다음으

로는 인지 전략, 선별적 집중전략, 정의적 전략, 비교-반복 전략, 

자기관리 전략, 상위인지 전략의 순으로 높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가장 적게 사용한다고 나온 상위인지전략의 경우의 표준편차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아 학습자들의 사용정도가 학습자 개개인

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전체학생의 전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전략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추론 전략 3.5376 .73378 0.720

인지 전략 2.9836 .60926 0.702

선별적 집중 전략 2.9692 .75451 0.620

정의적 전략 2.9152 .75823 0.824

비교-반복 전략 2.5634 .74237 0.568

자기관리 전략 2.5113 .58936 0.447

상위인지 전략 2.2500 .9027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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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듣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추론전략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학습자의 추론능력과 관련된 것이다.8) 추론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가 아는 단어 위주로 듣는다.

2. 자세히 들으면서 아는 단어가 나오면 대충 문맥을 유추하여   

   본다.

3. 긴 문장에서는 문장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려고 노  

   력한다.

4. 영어듣기를 할 때 앞부분을 잘 듣지 못하면 신경이 크게 쓰여  

   다음 듣기부분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5. 대화의 key word를 정확히 듣고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  

   한다.

두 번째로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인지전략

이다. 이들 대부분의 변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며 듣는다.

2. 듣기를 할 때 듣는 글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려고 노  

   력한다.

8) 변수들의 나열순서는 본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며, 결과분석 시 사용된 편의에 의해 
숫자를 붙여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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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를 볼 때에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먼저 예측해 본다. 

4. 모두를 다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억양이나 발음이 강  

   한 곳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5. 들은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풀이 해본다.

6. 듣기공부를 하기위해서 한 교재가 아닌 여러 가지 교재를 들  

   어보려고 노력한다.

7. 먼저 듣기 전에 문제라든지 그림 등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대  

   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 

8.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말해 주도록 요청한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선별적 집중전략으

로 이 변수들은 영어학습자가 영어듣기를 할 때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 선별적 집중 전략은 다음과 같은 변수를 

포함한다. 

1. 듣기를 할 때 문장구조에 주의를 집중한다.

2. 영어듣기를 할 때 중요한 단어와 문맥에 신경을 쓴다.

3. 듣는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정신을  

   집중한다.

4. 듣기를 위해서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함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정의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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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들은 학습자들의 감정이나 학습태도를 통제 하는 것을 도

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1.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듣는다.

2. 영어수업시간 이외에 혼자서 규칙적으로 영어회화 테이프를   

   듣는다.

3.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듣는다.

4. 영어 듣기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팝송이나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듣는다.

5.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듣는다.

6.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7. 먼저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8. 일단 듣기를 할 때 딴생각을 하지 않는다.

9. 영어로 방송되는 라디오나 TV를 많이 듣고 본다.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비교-반복전략이

다. 이 전략은 학습 시 비교하고 반복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다.

1. 미리 배울 부분의 문제를 읽어본 후에 본문을 읽는다.

2. 영어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체크하였다가 그 후에   

    반복해서 청취한다.

3. 단문이나 의문문의경우에는 처음과 끝을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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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을 먼저 보고 발음했던 것과 수업시간에 외국인의 실제 발  

   음을 비교해본다.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자기

관리전략이다. 이 전략들은 자기관리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다. 

1. 들을 때는 눈을 감는 것이 정신 집중에 좋다. 

2. 영어듣기를 위해서 학원에 다닌다.

3. 한 단어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느낌과 상황  

   파악의 위주로 듣는다.

4. 영어문장을 보지 않고 여러 번 들으려고 노력한다.

5. 비디오를 볼 때 상황에 따른 행동과 억양에 주의해서 보고 듣  

   는다. 

  마지막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상위인지전략이다. 

이들 전략의 변수들은 학습자가 듣기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아래와 같다.

1. 영어 듣기를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운다.

2. 세운계획이 잘 실천되었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다.

3. 테이프를 들을 때는 그 문장이 들릴 때 까지 반복해서 들은   

   후에 나중에 책과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더 듣는다

4. 테이프를 들을 때에는 그 문장이 들릴 때 까지 반복해서 듣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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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의 이효웅 연구에서는 추론책략의 평균이 2.98, 인지책

략이 3.22, 선별적 집중책략이 3.02, 정의적 책략 3.13, 비교-

반복책략이 2.51, 자기관리책략이 3.72, 상위인지 책략 2.31이

다. 이들 책략 중 평균 0.5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전략은 추론책

략과 인지책략 그리고 자기관리책략으로 이 차이는 학습자들의 

학습목적에 따른 책략의 이용차이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여

타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 치에 비해 참여자들의 추론전략 사용이 

가장 많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기관리전략의 사용이 미미하다

는 점이다. 나머지 전략들에 관한 사용의 정도는 대동소이하나 

이 두 전략의 사용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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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집단간의 불안, 전략 비교

  4.2.1 남녀별

[표 4] 남녀별 학생들의 불안 평균과 유의확률

   위의 [표 4]에 의하면 불안의 네 가지 범주 중 입력의 처리과

정을 제외한 세 가지 범주에서 여학생들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

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입력의 처리과정에서도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영어듣기를 할 

때 불안감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요인으로 여학생의 불안이 월등

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영어듣

기 불안에서 성별의 차이가 명백히 있음을 나타내준다. 반면, 듣

기 불안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는다. 

불안
남녀

유의확률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개인적 요인 3.0260 3.0925 0.068

처리 과정 3.1922 3.1899 0.081

교수 요인 3.0866 3.1723 0.094

입력 특성 3.1198 3.2875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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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녀별 학생들의 전략 평균과 유의확률

  위의 [표 5]에 의하면, 평균점의 관점에서 볼 때 여학생이 남

학생 보다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상위인지전략, 

인지전략, 추론전략, 선별적 집중 전략, 비교-반복 전략이고,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략은 정의적 전략, 

자기관리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전략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똑같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고, 상위인지전략은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적게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남녀별 전

략에서 정의적 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이 2.9910과 

2.842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상위인지 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이 2.1188과 

2.3774로 나타나 가장 사용의 빈도가 낮은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난

다. 인지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은 2.9170과 3.0374로 

전략
남녀

유의확률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정의적 전략 2.9910 2.8429 0.165

상위인지전략 2.1188 2.3774 0.040

인지 전략 2.9270 3.0374 0.198

추론 전략 3.5069 3.5673 0.557

자기관리 전략 2.5152 2.5077 0.928

선별적 집중 전략 2.8636 3.0697 0.052

비교-반복 전략 2.4505 2.67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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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추론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이 3.5069와 3.5673으

로 전략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자기관리 전략은 평균이 남녀 각각 2.5152와 

2.30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선별적 

집중전략은 평균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8636과 3.0697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비교-반복전략

은 평균이 2.4505와 2.6731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95%의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전략은 상위인지 

전략과 비교-반복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이고, 나머지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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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성취도별

[표 6] 전체학생의 성취도별 불안의 평균, 유의확률

  위의 결과에 의하면 네 가지 범주 모두에서 하위집단의 학습자

들의 평균이 상위집단의 학습자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위 집단의 학습자가 상위 집단의 

학습자보다 영어듣기를 할 때 불안감을 훨씬 많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 하위 집단의 학생사이에서 평균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불안 요인은 입력 특성이고, 두 집단 사이에서 평균점의 차

이가 가장 적게 나는 전략은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으로 볼 때도 불안의 범주 네 가지가 전부 99%의 유의함을 나타

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듣기불안에 있어서 상하위집단

간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

남녀

유의확률상위 집단

평균

하위 집단

평균

개인적 요인 2.9391 3.2267 0.002

처리 과정 3.0133 3.4370 0.000

교수 요인 2.9883 3.3241 0.001

입력 특성 3.0000 3.488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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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학생의 성취도별 불안의 평균, 유의확률

  [표 7]에 의하면 남학생 집단 내에서의 상 하위 집단에서도 하

위집단이 명백히 불안의 평균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

단이 가장 많이 불안을 느끼는 불안의 범주는 처리과정 이고, 가

장 불안을 덜 느끼는 범주는 개인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

계상의 유의확률에 있어서도 개인적 요인이 90%의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것을 뺀 나머지 세 범주에 있어서도 99%의 유의확률

을 보여준다.   

불안

남학생

유의확률상위 집단

평균

하위 집단

평균

개인적 요인 2.9010 3.1690 0.065

처리 과정 2.9385 3.4723 0.001

교수 요인 2.8394 3.3650 0.000

입력 특성 2.8430 3.425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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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학생의 성취도별 불안의 평균, 유의확률

 

 [표 8]에 의하면, 여학생 집단 내에서도 남학생 집단과 마찬가

지로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의 불안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상ᆞ하위 집단에서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는 범주는 입력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안을 덜 느끼는 범주는 교수요인으

로 나타났다. 통계상의 유의 확률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교

수요인을 제외하면 모두 99~90%의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세 가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자들은 주로 성취

도가 높을수록 불안을 덜 느끼고 있고, 성취도가 낮을수록  불안

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듣기 

학습을 하는 한국의 고등학생은 불안을 느끼는데 있어서 하위집

단이 상위집단보다 훨씬 높은 불안을 갖고 있다고 요약 할 수 있

다.  

불안

여학생

유의확률상위 집단

평균

하위 집단

평균

개인적 요인 2.9741 3.3053 0.004

처리 과정 3.0727 3.3926 0.010

교수 요인 3.1100 3.2800 0.236

입력 특성 3.1260 3.568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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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체학생의 성취도별 전략의 평균과 유의확률

 위의 [표 9]에서 평균점을 살펴보면 정의적 전략에 대한 상위집

단이 3.1139이고 하위집단이 2.6392으로 나타났다. 상위인지전

략은 상위집단이 평균 2.2605이고, 하위집단이 평균2.2355이다. 

인지전략은 상위집단이 평균 3.1365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2.7712이다. 추론전략은 상위집단이 평균 3.6437이고, 하위집단

이 3.3907이다. 자기관리전략은 상위집단이 평균 2.5678이고, 

하위집단은 평균 2.4329이다. 선별적 집중책략은 상위집단이 평

균 3.0085이며, 하위 집단이 평균 2.9147이다. 비교-반복전략

은 상위집단이 평균 2.6765이고, 하위집단이 평균 2.4070으로 

나타났다. 7가지 전략 모두에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전략을 

전략

남녀

유의확률상위 집단

평균

하위 집단

평균

정의적 전략 3.1139 2.6392 0.000

상위인지전략 2.2605 2.2355 0.845

인지 전략 3.1365 2.7712 0.000

추론 전략 3.6437 3.3907 0.020

자기관리 전략 2.5678 2.4329 0.108

선별적 집중 전략 3.0085 2.9147 0.384

비교-반복 전략 2.6765 2.407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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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집단의 

평균점이 하위집단의 평균점 보다 월등히 높은 전략들에는 정의

적 전략, 인지전략, 비교-반복전략 그리고 추론전략이 있고, 이 

전략들 간에 통계상의 유의함이 모두 90%이상으로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용의 빈도에 있어 차이가 많지 않

은 전략으로는 상위인지전략, 자기관리전략, 선별적 집중전략이

다. 이 세 가지 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정의적 전략, 인지전략, 비교-반복전략, 추론전략의 사용방법

을 수업시간에 지도하여 학습자들의 전략사용의 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표 10] 남학생의 성취도별 전략의 평균, 유의확률

 위의 [표 10]에 의하면 남학생 집단 내에서도 역시 이전연구와 

전략

남학생

유의확률상위 집단

평균

하위 집단

평균

정의적 전략 3.2600 2.6900 0.000

상위인지전략 2.1651 2.0677 0.576

인지 전략 3.1600 2.6700 0.000

추론 전략 3.5800 3.4300 0.312

자기관리 전략 2.5900 2.4300 0.208

선별적 집중 전략 2.9000 2.8200 0.596

비교-반복 전략 2.5849 2.3021 0.073



- 43 -

마찬가지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7가지의 모든 전략에서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위집단의 남학생

이 하위집단의 남학생보다 7가지 모든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9%이상의 유의확률을 나타내주는 전

략은 정의적 전략과 인지전략 두 가지로 나타난다. 나머지 다섯 

가지의 전략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표 11] 여학생의 성취도별 전략의 평균과 유의확률

  여학생집단 내에서의 상 하위집단의 학생들 역시 예외 없이 7

가지 범주 모두 다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전략을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정의적 전략과 인지 전략

에 있어서 99-90%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나머지 전략들의 범주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다. 

전략

여학생

유의확률상위 집단

평균

하위 집단

평균

정의적 전략 2.9962 2.5761 0.003

상위인지전략 2.3400 2.4500 0.559

인지 전략 3.1197 2.8942 0.055

추론 전략 3.6900 3.3500 0.028

자기관리 전략 2.5520 2.4320 0.308

선별적 집중 전략 3.0910 3.0330 0.690

비교-반복 전략 2.7500 2.540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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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남녀 집단 모두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듣기학습에 사

용하는 전략 빈도가 높고 성취도가 낮은 경우에는 학습전략의 사

용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전략사용의 평균과 성

취도의 평균은 여학생이 높다. 따라서 고등학생인 한국의 영어듣

기 학습자는 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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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할 때 어떤 

불안을 느끼며, 학습 시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

했다. 이들 불안과 전략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성별과 성취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항들과 이들이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학습과 교

수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영어듣기 학습자들이 느끼는 불안들은 개인적 요인, 입력

의 처리과정, 교수요인, 입력의 특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

과는 이효웅(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의 연

구에서는 대상자들이 많이 느끼는 불안의 순서가 입력의 특성, 

입력처리과정, 개인적 요인, 교수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Vogerly(1998)와 Mills, Pajares & Herron(2006)의 연구 결

과와도 입력의 특성과 개인적요인 측면에서 다르다. 이러한 차이

는 연구대상자의 교육 수준차이에 따른 학습의 방법차이에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영어듣기를 할 때 추론전략

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의 결과들과 같지 않다. O'Malley, Chamot & 

Kupper(1989)와 Thompson & Rubin(1996)의 연구결과에서

는 상위인지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

구와 이효웅(2001)의 연구에서는 상위인지전략이 가장 적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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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한 

인지전략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나온 상위인지전략

은 이 결과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EFL상황이라는 특이성을 반영하며 우리의 독

자적인 전략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좀더 효

과적인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성취도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학

습자들이 가지는 불안과 사용 전략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집단은 보다 적은 불안을 느끼고 많은 전략을 사

용하고, 반대로 하위집단은 높은 불안을 느끼고 비교적 적은 전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실수업상황에서 학습자

들이 영어듣기를 할 때 느끼는 불안요소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야하고, 상위의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남녀별 차이는 불안이나 전략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불안이 나타났으며, 전략역

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이 성별에 의한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는 앞으로

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분명한 불안을 감지하여 그 

요소를 줄임으로써 학습에 효과적인 교실상황과 남학생과 여학생

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해야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유사한 여러 연구들의 통합된 결과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수업을 가능하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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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대해 보

여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지도는 장기간에 

걸쳐 학습자의 능숙도에 맞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듣기학습 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개인적 요인, 

입력의 처리과정, 교수요인, 입력특성으로 학습자들이 영어듣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안

감은 학습자들의 반응의 오류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이다. 따라

서 영어듣기교수방법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더욱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학습할 교실환경

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영어듣기학습 시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

은 추론전략과 인지전략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듣기에 대한 성취

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으로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학습자들의 영어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적게 사용한다고 나타난 상위인지전략, 자기관리 전

략, 비교-반복전략을 통해 꾸준히 듣기연습을 하고 평가하는 것

이 진정한 영어듣기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듣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인지전략, 자기관리전략, 비

교-반복전략의 사용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영어듣기학습의 성취도에는 불안과 전략의 영향이 크다

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영어듣기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과 보안전략을 개발 할 수 있는 영

어듣기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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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어듣기학습 전략의 요인 중에서 성

취도를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상위인지전략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조사되어진 

것은 추론전략과 인지전략이다. 따라서 영어학습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을 위한 교육 방법론적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부산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2학년이라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른 유사한 연구가 다

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폭넓은 표본을 통한 심화된 연구가 진행

된다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듣기 학습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어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가지는 불안

의 종류 및 정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사용하는 전략의 종류와 전략 사용의 빈도에 대해서도 연

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영어 학습에 실제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밝혀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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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

 19세기 후반부터 세계화로 인한 국제 공용어사용의 급격한 증

대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이 강조되어 듣기와 발화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수법이 점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듣기는 그 중요성

이 더욱더 많이 인식되어 오늘날의 외국어 교수 학습 과정에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따라 듣기 능력향상에 저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듣기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관하여 조

사, 분석하여 긍정적 불안과 부정적 불안으로 구분 짓고 부정적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듣기학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 전략은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 어려운 개인의 특성인 학습 유형과는 다르게 특

정한 문제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 방법으로 개

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므로 적절한 전략의 

사용은 성공적인 학습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

가 높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를 위한 영어 듣기 불안과 전략에 관한 설문지와 듣기 

시험에 참여 한 대상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 부

산 지역의 남녀 고등학생들 이다. 본 연구는 첫째, 학습자가 듣기 

학습 시 느끼는 불안과 숙달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 긍정

적 불안과 부정적 불안을 구분하고, 둘째, 이에 따라 부정적 불안

과 전략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듣기 불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56 -

Abstract

TTThhheeeRRReeelllaaatttiiiooonnnooofffLLLiiisssttteeennniiinnngggAAAnnnxxxiiieeetttyyyaaannndddSSStttrrraaattteeegggiiieeesss
wwwiiittthhhAAAccchhhiiieeevvveeemmmeeennntttsss:::AAA cccaaassseeessstttuuudddyyyooonnnKKKooorrreeeaaannnEEEFFFLLL

hhhiiiggghhhsssccchhhoooooolllssstttuuudddeeennntttsss

  Since the late 19C, with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great importance of teaching 

methods which stressed vocal language communication 

skills have become prevalent. This aspect of 

communication is recognized a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ducation. As a result, 

teaching methods emphasizing listening have become 

critical in second language studies.

  There are two main goals of this thesis. One is to 

address students' potential anxiety to listening 

comprehension, which may hinder the student's 

development of listening skills. The other is to provide 

effective listening strategies to reduce those potential 

anxieties. A listening based learning strategy can be a key 

HHHaaa,,,KKKyyyooouuunnngggSSSooooookkk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EEEnnngggllliiissshhhLLLaaannnggguuuaaagggeeeaaannndddLLLiiittteeerrraaatttuuurrreee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KKKooorrreeeaaaMMMaaarrriiitttiiimmmeee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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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cces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Developing  

effective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to address and 

deal with anxieties experienced by foreign language 

students are imperative as a supplement to their 

continuing educ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206 

high-school students in Busan, Korea. All the student who 

assisted in this study were attending EFL classes with 

reference to listening. By analyzing the data, this study 

shows th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f anxieties and 

what kinds of developmental listening strategies are 

available. The result of the study propose that the use of 

proper strategies that help to reduce negative anxieties, 

will assist students in developing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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