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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9년 2학기에 수준별 읽기와 쓰기 통합 교양영어 강좌를 총 423명의 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다양한 학습방식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특정 학습 활동이나 수업방식을 수준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하

였는지, 그리고 각 수준별 학습패턴에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습자의 읽기활동 선호도와 수준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업방식

이 모든 수준에서 ‘교수님의 해석과 설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초급은 ‘조별독해와 발표’ 활동을 

중급과 고급은 ‘독해하고 개별로 요약’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활동 전반에 대해 개별과 

조별활동 선호도에 있어서는 모든 수준에서 조별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쓰기활동 선호도와 수준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급에서는 ‘쓴 글에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중급과 고급에서는 ‘혼자 영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쓰기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올라 갈수록 쓰기활동에서 독립성이 증가하고, 피드백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쓰기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급과 중급의 

경우 ‘처음 영작을 해봐서 혼자 쓰기가 어려웠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급의 경우 ‘영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와 ‘처음 영작을 해봐서 혼자 쓰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쓰기활동의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보면 초, 중, 고급 모든 수준에서 ‘주어진 주제로 

개별 자유영작하기’를 가장 선호했으며 또한 조별보다는 개별활동을 선호하였다. 고급의 경우는 개별로 

혼자 써보는 것이 영작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초급은 자신의 영작실력이 부족하여 

자신감 결여로 쓰기의 경우 조별활동을 기피하고 개별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준별 수업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필요와 눈높이를 반영하는 

수업자료, 방식, 활동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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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 이후 대학의 교양영어는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

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양영어 수준

별 수업이 대학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조정순, 2002). 

수준별 수업은 학생의 영어 능숙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반으로 편성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제공하여 교육하는 학생들의 능력별 수업 모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생들을 능숙도에 따라 분반을 하고, 

수준에 따라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활동을 수준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

다. 많은 연구들이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 있어서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주창했다(송미정, 박용예, 2004;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정동수, 김해동, 2001). 대다수 선행 

연구는 수준별 수업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 특히 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현옥과 이혜경(2010)과 김영숙과 이지연

(2009), 김윤정(2015)에서는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수준

별 수업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박찬규

(2013)에서는 반대로 초급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박지영, 오준일, 이인규(2012)에서는 초급

반, 고급반, 중급반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고를 한다. 수준별 교양영어 수업의 효과와 필요성 

및 만족도 분석에 집중한 기존 연구와 방향을 달리하여, 

본 연구는 수준별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다양한 학습

방식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특정 학습 활동이나 수업방식을 수준별로 학생들이 어떻

게 반응하고 수용하였는지, 그리고 각 수준별 학습패턴에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는 추후 각 수준 학습자들의 필요와 성향에 좀 더 맞춤되

어진 수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리라 기대한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교양영어 강좌를 수준별로 

운영하고, 학습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

동과 수업방식의 난이도와 적절함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이를 분석한 본 연구의 접근방식은 기존 연구에

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윤정

(2015)은 ‘수업의 난이도가 적당하다’는 학생 인식이 수

준별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보고한다. 하종범(2013)도 수준별 수업에서 난

이도 조절, 특히 교재 선택과 수업방식의 적절함의 중요성

을 보여준다. 학생 설문을 수행한 결과 상급반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그는 이에 대하여 상급반과 정규반이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 내용이나 교수법이 차별화되지 못

해 학기 초에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이루

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는 

수준별 수업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필요와 눈높이를 반영하는 수업자료, 방식, 활동을 개발하

고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크게 아래 세 가지 질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학습자들은 새로운 교재의 난이도와 흥미도를 어떻

게 평가했는가?

2.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읽기와 쓰기 활동이 무엇이며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가?

3. 학습자들은 개별과 조별 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수준별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2.1 수준별 분반을 위한 진단평가의 한계와 문제점

2.1.1 독해능력 위주 분반 진단 평가

수준별 교육과정은 ‘주어진 교육체제 안에서 발달 단계

가 유사한 학습자들을 함께 훈련하여, 학생간의 편차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손실을 막고, 균형적인 훈련을 통해 학습

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집단 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활

동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의 수월성을 높여 보다 긍정적

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체제’이다(김현옥과 

이혜경, 2010). 실제 수준별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

의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수준별 

수업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준별 영어수업의 목적에 부합

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분반 편성이 

쉽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대학들과 유사하게 분반 진단평가로 듣기와 독해

로 구성된 온라인 모의토익을 실시하고,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측정하지 않는다. 경험상 읽기와 말하기능력

이 일치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분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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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학습자들의 다면적 학습능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평가받는 학생들도 TOEIC 시험으

로 분반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느끼기도 한다. 방영주

(2004)에 따르면 보통 입학 전에 치루는 토익 진단평가에 

대해 64.5%의 학생들이 불만족을 표했는데, TOEIC 시험

을 치른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이 사전 준비 없이 시험을 

보게 되어 실제 영어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일부대학은 개강 

후 첫 주에 원어민 교수들과 학생들이 개별면담을 하여 

분반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김영숙과 이지연, 

2009; 김현옥과 이혜경, 2010; 박찬규, 2013), 온라인 말하

기 시험인 폰패스(현 버슨트)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다

(송희심, 2008; 정덕교, 2010). 쓰기의 경우 자체적으로 

쓰기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다. 한 대학의 경우는 

15분 동안 한 문단을 영작하고 이를 평가하여 말하기 시험 

성적과 같이 반영해 분반을 한다(정덕교, 2010). 이런 사

례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도입하여 수준별 반편성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1.2 동일 분반 내 학습자들의 영어능력차

수준별 분반을 하면서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분반 

내 학생들 간에 진단 평가 점수 편차가 커서, 즉 영어능력

차이가 커서 여전히 수업내용과 방식의 유형과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인 

S대학교에서 전체 분반의 수가 20개, 분반 정원은 40명이 

지침이다. 분반의 크기에 대해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대학 교양영어 과목 개선안의 일환으로 강좌 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특히 말하기 수업은 

대학들이 평균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서정

아, 2018, 박찬규, 2013, 정덕교, 2010). 읽기 수업은 말하

기보다 수강인원 배정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만, S대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수업이라는 점

을 고려해야만 한다. 분반의 총 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비슷한 점수대 학습자들로 성적 편차가 촘촘한 분반

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표 1>은 3개 대학의 각 

수준별 기준 점수를 보여준다.

초급은 모의토익 점수 300점 이하, 중급은 300점과 500

점 사이, 고급은 500점 이상인 S대학교의 배정기준은 A, 

B 대학에 비해, 분반 내 학생들 성적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2단계로 수준별 반을 편성해 분반 내 성적차가 클 

수밖에 없는 C대학의 경우 교수자 인터뷰에서 토익 450점

대 학생과 750점을 넘긴 학생이 한 교실에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하명애, 2017).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

의 분반 배정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토익 점수가 

500점 안팎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수준보다 더 높은 

반에 배치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은 

상위 반에 들어왔지만 토익 성적이 우수한 같은 분반 학생

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영어를 못한다고 느낀다

(김윤정, 2015; 서정아, 2018; 하명애, 2017). B대학의 경

우 고급반에 배정된 학생들 중 14%만이 자신의 영어 수준

이 상이라고 응답했으며, 84%는 자신의 영어 수준을 중으

로 평가했다. C대학의 경우 수강학생의 22.6%가 상위반 

통지를 받았으나 실제는 하위 반으로 수강신청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S대학교의 경우도 비슷하다. 

연구자들이 학생들과 상담이나 대화를 해보면, 특히 고급

반 학생들은 자신이 고급반에 배정되어 놀랐다거나 부담

스럽다는 언급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분반 내 학습자들의 편차가 크고, 배정받은 분반의 수

준과 학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영어능력에 차이가 있다

는 인식은 특히 학생들의 성적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하명애(2017)에서 배정된 상위 분반 대신 

하위 분반으로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 중 59.5%가 그 이유

로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학생들

이 수업의 내용보다 평가를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김영

숙과 이지연(2009)도 학생들이 상대평가 때문에 고급반 

배정을 성적에 불리하다고 인식해서 2학기가 되면 고급 

수준 학생들조차도 고급반에서 수강하기를 기피하고, 이

에 따라 고급반 등록 인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종범(2013)은 절대평가 도입

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반의 A와 B 등급 배정비

율을 일정부분 상향 조정해서 평가했음에도 상급반 학생

A대학

(서정아, 2018)

B대학

(김윤정, 2015)

C대학

(하명애, 2017)

상
850점 이상 

(수강면제)
620점 이상 450점 이상

중 550점 이상 430-615점

하 300-500점 425점 이하 450점 이하

<표 1> 3개 대학의 수준별 토익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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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학점제도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고한다. 

반면에 정규반(중급반)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에 기여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분반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 제외됨

으로써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했다고 해석한다. 연구자들도 학생들이 

고급반에 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험을 의도적으로 

못 보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절대 평가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에

서, 김영숙과 이지연(2009)은 고급반 학생들에게 교내에

서 장학금 수혜나 근로 조교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준다거

나 어학 우수 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급반 

수강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상쇄하는 안을 제안한다.

2.2 교양영어 읽기 및 쓰기 수업에 대한 연구

S대학교 교양영어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 운영하는 

수업이지만, 전통적으로 교양영어는 읽기 또는 독해수업

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왔다.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양영어로 운영되는 읽기수업을 분석한 연구가 많고 쓰

기수업이나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수업 관련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다.

읽기 수업의 경우 상향식과 하향식 읽기가 융합된 상호

작용적 독해 지도의 효과성이 보고되면서 다양한 독해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교사 중심적인 

설명식 수업에서 학생 중심적인 수업으로의 전환을 강조

하면서, 협력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협력

수업은 주로 소그룹을 이루어 학생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

면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기존의 교사 중심적 지도 방법과 

협력수업을 비교하여 효과를 제시한 연구가 많은데, 그 

결과는 갈린다. 예를 들어, Bang(2002)과 Suh(2006)는 교

사중심 수업보다 협력학습을 통한 학생중심 수업이 학생

들의 독해 능력 향상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반면

에 Hahn(2003)은 협력학습은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송명석

(1997)은 협력학습이 정의적 측면에서는 향상이 있지만 

독해 능력향상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정숙경(2008)은 독해 전략과 협력학습에 대하여 통합

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는데,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12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독해 전략의 교수, 통합교수, 

협동학습을 통한 독해 수업, 하향식 독해와 상향식 독해를 

이용하여 독해 수업의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읽기에 듣기를 결합한 통합 활동을 선호하였고, 하향식 

독해활동 중에서는 ‘주요문장 찾기’나 ‘본문 내용 유추하

기’, 그리고 상향식 독해활동에서는 정확한 문장구조 파

악에 중점을 둔 ‘번역하기’ 활동에 관심을 나타냈다. 협력

학습 수행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인 편으로, ‘선

생님의 강의활동’보다는 선호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활

동’하기를 가장 선호했다. 주미진, 김은일과 이종희(2012)

도 독해 전략과 협력학습을 함께 연구했다. ‘영어강독’을 

수강하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상호작용식 읽기지도와 협력학습의 효과를 분석했다. 

학생들은 협동학습 활동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어

휘학습과 문법 설명을 하는 상향식 독해지도, 내용추측과 

주제 찾아보기와 같은 하향식 독해 활동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원(2009)은 읽기 수업에서 사용한 

다양한 활동들의 효과와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

하여,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1학년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와 학생활동 관찰 및 일부 학생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학생들은 ‘영어 문장 듣기’, ‘단어 퀴즈’, ‘문장 퀴즈’, ‘발

표’, ‘내용 재구성 활동’, ‘요약 활동’, ‘교수의 설명 및 

해석’, ‘문법 종합 설명’, ‘단원별 문제 풀기’ 활동 중에서 

‘교수의 설명 및 해석’을 가장 선호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퀴즈’와 ‘발표’가 영어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선호 활동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협동 학습 유형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정지원, 김지영과 정동빈(2010)은 교양영어독해 수업

을 수강하는 212명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전략

지도(RSBI)와 협동학습법(CLM)이 학생들의 독해력 증

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독해전략을 문법, 

어휘 중심의 직독직해 방식인 국부적 전략(local strategy)

과 행간의미파악 중심으로 내용을 예측하거나 추리하는 

총체적 전략(general strategy)으로 나누어, 두 실험반이 

이 각각의 전략으로 협동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즉 실험 

A반은 국부적 전략과 협동학습법으로, 실험 B반은 총체

적 전략과 협동학습법으로 수업이 운영되었다. 통제집단

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협동학습 없이 교수 중심

의 설명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두 실험반이 

통제반보다 유의미한 독해력 향상을 보여주었고, 국부적 

전략으로 협동학습을 한 실험반의 독해력이 총체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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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동 학습한 실험반보다 더 많이 증진되었다. 실험 

A, B반 전체에 대한 그룹독해방식의 만족도는 90.72%로 

협력학습에 대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실험반의 그룹독해 만족도가 

국부적 전략을 사용한 실험반의 만족도보다 조금 더 높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은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

의 긍정적인 태도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그룹독해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그룹 독해 수업 방식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기반한다. 이 문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있어서 학생들이 불만족하

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로 답했을 가능성을 배재

할 수 없다.

쓰기 수업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읽기 

수업에 비하여 연구가 훨씬 적게 이루어졌다. 김영자

(2012)는 학생들을 수능 성적에 따라 두 수준(1-3등급 

32명, 6-9등급 32명)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영작 시 사용

하는 인지/ 상위인지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 분석하

였다. 상위인지전략 사용은 수준별로 차이가 없었고, 인지

전략의 사용에서는 상위 학습자들이 좀 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탁진영(2012)은 대학 1학년 교

양영어 쓰기수업 수강생 2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수와 

한국인교수의 수업운영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원

어민 교수는 자유영작문과 학습자 참여활동을 중점적으

로 사용했다, 반면에 한국인 교수는 자유작문과 통제작문

의 한 형태인 빈칸 채우기 활동을 활용했다. 그리고 문형

이나 문법을 포함한 교과내용 설명을 학생참여활동과 병

행했다. 학생들은 교과내용 설명을 병행한 한국인 교수의 

수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헌(2018)은 신입생 

45명을 대상으로 영어쓰기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와 개별

상담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은 본인의 영작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 활동으로 자유영작(3분스피치 원고작성)

보다는 ‘정답이 있고’ 분량이 짧은 통제작문(교재 문장 

영작)과 글쓰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유도작문(3분 스피

치 코멘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철(2014)은 

영어 글쓰기 수업에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대하여 학생

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고, 양재석(2016)은 

대학생의 영어 글쓰기 능력과 글쓰기 전략의 관계를 연구

하였다.

위의 읽기와 쓰기 수업 연구들을 보면, 김영자(2012)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의 영어 수준이 균일한 집단을 대상으

로 조사하여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읽기 또는 쓰기 활동을 개별적

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읽기와 쓰기 통합 수준별 수업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수준별로 선호하는 읽기와 쓰기 활

동이 무엇이며, 특히 개별과 조별 활동에 대해 수준별 

인식과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남 소재 대학교에서 2019년 2학기 English 

Foundations: Reading and Writing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0개 분반 중에서 두 연구자

가 담당한 분반인 14개 분반이 참여했다. 1학년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영어 교과목은 ‘말하기와 듣기

(English Foundations: Speaking and Listening)’와 ‘읽기

와 쓰기(English Foundations: Reading and Writing)’ 두 

영역으로 나뉜다. 두 교과목은 총 4학점으로 학생들은 

두 학기에 걸쳐 각 강좌를 일주일에 한 번 100분 수강하고. 

졸업인증 교과목으로서 둘 중의 하나에서 반드시 B이상

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말하기와 듣기’ 강좌는 원어민 

교수가 담당하고 ‘쓰기와 읽기’ 강좌는 내국인 교수가 맡

고 있다. 이 두 강좌 모두 2018년 2학기부터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준별 분반을 위해 학생들에게 진단평가

로 개별 온라인 모의토익 시험을 시행한다. ‘읽기와 쓰기’ 

강좌의 경우, 새로운 공통교재로 Prism Reading1) 시리즈

를 선정해, 초급은 Level1, 중급은 Level3, 고급은 Level4

를 각각 2019년 1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

<표 2>는 연구에 참여한 수준별 분반과 학생 수를 보여

주는데, 초급은 11분반 중 5분반, 중급은 4분반 모두, 고급

도 5분반이 모두 연구에 참여하였다. 총 수강생 711명 

중에서 초급 165명, 중급 126명, 고급 132명으로 총 423명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준별 모의토익 성적 분포는 초급

은 300점 이하이고, 중급은 300점과 500점 사이이며, 고

1) Prism Reading 1, 3, 4, Michele Lewis 외,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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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500점 이상이었다.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은 글로벌

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학과, 디자인학부, 텍스타일디자

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식물식품

공학과, 환경조경학과, 간호학과, 스포츠융합학부, 사회

체육학과로 다양하였다.

3.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읽기와 쓰기’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두 

연구자가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된 수업활동과 방식을 기

반으로 설문지 문항을 설계하였다. 분반별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3개의 연구 질문을 세분화하여 

총 12항목으로 제시했다. <표 3>은 설문내용과 문항번호

를 보여주는데, 1, 2번은 교재의 난이도를, 3번은 교재의 

흥미도를 묻는 것으로 새롭게 선정된 교재에 대한 학생들

의 반응을 살펴보고자한 것이었다.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 및 선호도 관련 문항은 4, 5, 6번에 제시하였고, 

쓰기 수업방식에 대하여는 7, 8, 9, 10번에서 다루었다. 

11번과 12번 문항은 각각 개별과 조별활동 선호도를 묻

고, 가능하면 선호하는 이유를 적도록 하였다. 9문항은 

객관식으로, 4지선다가 5개, 5지선다가 2개, 7지선다가 

2개였으며, 3문항은 주관식으로 서술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수합한 후, 객관식 문항은 각 문항마다 수준

별로 대답한 학생의 수를 계산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주관식 문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객관식 설문결

과를 보완하였다.

3.3 수업 절차

영어 읽기와 쓰기 활동을 통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표로 수업 전반은 독해활동을 하고 후반은 

읽은 내용과 연관하여 쓰기활동을 수행하였다. 읽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수업

을 진행하였다.

• 교수님의 해석과 설명

• 개별독해하기 (+제출하기)

• 조별독해하기 (+발표하기)

• 개별요약하기 (+요약문 제출하기)

• 조별요약하기

• 개별로 돌아가며 소리내어 문장 읽고 해석하기

수준별로 활동에 차별을 두었다. ‘개별, 조별 독해하기’

는 모든 수준에서 진행된 반면에 요약하기는 주로 중급과 

고급에서 주요활동으로 수행되었으며 ‘개별로 돌아가며 

소리내어 문장 읽고 해석하기’는 초급에서만 활용이 되었

다. 쓰기는 독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선택적

으로 수행하였다.

• 주어진 주제로 개별 자유영작하기

• 주어진 주제로 조별 자유영작하기

• 개별 요약문 영작하기

• 조별 요약문 영작하기

•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개별로 영작하기

•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제시된 단어로 개별 영작하기

• 주어진 영어문장의 단어와 구조를 바꿔 영작하기

(paraphrase하기)

수준별로 중급은 주로 ‘조별 요약문 영작하기’를 수행

하였고, 고급은 ‘개별 요약문 영작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자유영작하기’는 초, 중, 고급 모두 개별활동으로 주로 

진행하였다. ‘주어진 영어문장의 단어와 구조를 바꿔 영

작하기’는 주로 고급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개별로 영작하기’와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제시

초급 중급 고급 합계

분반1 42 분반1 36 분반1 28

분반2 31 분반2 25 분반2 29

분반3 35 분반3 32 분반3 22

분반4 27 분반4 33 분반4 36

분반5 30 분반5 17

합계 165 126 132 423

<표 2> 연구대상 분반과 학생수

조사 내용 설문 문항

교재의 난이도 1, 2

교재의 흥미도 3

읽기 수업방식 4, 5, 6, 7

쓰기 수업방식 8, 9, 10

읽기 개별, 조별활동 선호도 11

쓰기 개별, 조별활동 선호도 12

<표 3> 설문내용과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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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어로 개별영작하기’는 주로 초급과 중급에서 이루어

졌다.

독해 전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문의 제목과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추측하게 하고, 

때에 따라 지문과 관련된 영상이나 PPT 자료를 시청하거

나 학생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독해활동과 쓰기

활동을 하는 동안 그룹 또는 개별로 교수자가 필요할 경우 

설명과 수정을 제공하고, 발표 활동 후에는 어휘나 문법에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설문지의 문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항

별로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표로 

먼저 제시하고 주요한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할 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4.1 교재의 난이도와 흥미도

4.1.1 문항1: 교재가 혼자서 읽기에 어떠했습니까?

(1)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 이해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2)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 이해에 대체로 어려움이 

없었다.

(3)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만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4)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1번 문항은 교재의 난이도를 묻는다. 교재 난이도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이 교재 전체내용과 세부사항 이해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해를 할 때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독해 활동 중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학습자가 세부내

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세부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클수록 학습자가 전체내용 파

악하는 데 정확성이 떨어지게된다. 따라서 세부내용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가 교재 난이도에 결

정적 요인이라 판단했다. <표 4>는 교재의 난이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초급은 1번과 2번으로 답한 비율이 

71.34%(117명)로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 이해에 전혀 또는 대체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급과 고급의 경우는 1번과 2번으로 답한 비

율이 각각 45.84%, 44.61%로, 반면에 3번으로 답한 비율

은 각각 50.83%, 49.23%로 나타났다. 초, 중, 고급 모두 

4번으로 답한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초급의 경우 대다

수의 학생들이 교재의 전체 내용과 세부사항 이해에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교재가 비교적 쉬운 편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독해의 관점에서는 교재 시리즈에서 

한 단계 위 수준의 교재로 변경하여 난이도를 높이는 방안

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제한된 수업시간을 독해에만 집중

하기보다 학생 중심의 쓰기와 발표 활동을 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급과 고급의 경우 교재의 전체

내용과 세부사항을 이해하는데 전혀 또는 대체로 어려움

이 없다고 답한 학습자(중급 45.84%, 고급 44.61%)와 세

부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중급 54.16%, 고급 

55.38%)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는 중, 고급반

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격차가 있음을 반영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되어 있는 분반 수에 

맞춰 성적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여건에서 학생들

을 배치하는 현재 수준별 반편성의 한계를 보여주며(선행

연구 2.1 참조), 교수자가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4.1.2 문항2: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

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많았다.

(2)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3) 주제에 대해 배경지식이 부족했다.

(4) 주제가 흥미롭지 않아 집중하기 힘들었다.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40 (24.39) 8 (6.67) 10 (7.69) 58 (14.01)

2 77 (46.95) 47 (39.17) 48 (36.92) 172 (41.55)

3 41 (25.00) 61 (50.83) 64 (49.23) 166 (40.10)

4 6 (3.66) 4 (3.33) 8 (6.15) 18 (4.35)

<표 4> 교재의 난이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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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항은 교재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교재의 내용 이

해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면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표 5>가 보여주듯이 

초, 중, 고급 모두 각각 39.63%, 44.3%, 55.16%로 1번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많았다’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2번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답변이 초, 중, 

고급 각각 21.34%, 31.88%, 32.56%로 뒤를 이었다. 정숙

경(2008)의 연구에서도 독해를 할 때 학습자들이 자신들

의 가장 큰 문제로 ‘단어와 용어의미에 대한 지식 부

족’(52%)과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 부족’(20%)으로 나타

났다. 현재 수업에서는 어휘만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활동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준의 학습자 

자신이 원활한 영어읽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어휘 부족이

라고 인식한다는 점은 향후 수업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이 어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고안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급의 경우 

학습자들의 문법수준이 중, 고급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 파악의 어려움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중, 고급보다 10% 선택비율이 낮았

다. 이는 문항1 논의에서 보았듯이, 초급 교재가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법 

구조를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4.1.3 문항3: 각 단원에서 다룬 주제들과 글들의 

흥미도를 선택해 주세요.

(1) 모든 글들이 흥미로웠다.

(2) 대부분의 글들이 흥미로웠다.

(3) 대부분의 글들이 재미없었다.

(4) 모든 글들이 재미없었다.

3번 문항은 학생들의 교재에 대한 흥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단원에서 다룬 주제와 글이 얼마나 재미있었는

지를 조사하였다. <표 6>이 제시하듯이 1, 2번 응답비율

이 초급은 76.96%, 중급은 70.63%, 고급은 81.66%로 모

든 수준에서 교재의 지문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었다. 현 교재의 지문들은 주로 인문학, 

사회, 예술, 경제, 과학, 의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 

예술, 디자인, 체육, 보건 계열로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관심과 흥미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학기에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공대 계열 학생들은 이번 설문조사

에 참여하지 않았다.

4.2 읽기 수업방식

4.2.1 문항4: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읽기 수업방식은 무엇이었나요? 

(복수선택 가능)

(1) 교수님의 해석과 설명

(2) 개별독해하기 (+제출하기)

(3) 조별독해하기 (+발표하기)

(4) 개별요약하기 (+요약문 제출하기)

(5) 조별요약하기

(6) 개별로 돌아가며 소리내어 문장 읽고 해석하기

다음은 읽기 수업방식에 대한 문항으로, 수업에서 수

행했던 여러 유형의 읽기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수업에서 수행했

던 주요 읽기 활동들을 선택지에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자신의 읽기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

동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7>은 이에 대한 결과

를 제시하는데, 우선 초급의 경우 4,5번 ‘개별/조별 요약

하기’의 경우 주요 학습활동으로 수행하지 않아 선택비율

이 낮으며, 두 연구자가 사전에 각 활동의 수행 비율 등을 

조율하지 않아 분반마다 수행된 활동의 유형이나 비율에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65 (39.63) 62 (44.93) 66 (55.16) 193 (44.78)

2 35 (21.34) 44 (31.88) 42 (32.56) 121 (28.07)

3 42 (25.61) 15 (10.87) 7 (5.43) 64 (14.85)

4 22 (13.41) 17 (12.32) 14 (10.85) 53 (12.3)

<표 5> 지문 이해 어려움의 이유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14 (8.48) 4 (3.17) 16 (13.33) 34 (8.27)

2 113 (68.48) 85 (67.46) 82 (68.33) 280 (68.13)

3 31 (18.79) 33 (26.19) 19 (15.83) 83 (20.19)

4 7 (4.24) 4 (3.17) 3 (2.5) 14 (3.41)

<표 6> 교재의 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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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이 제한적임을 밝혀둔다. 결과를 

보면, 첫째,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37,98%, 중급 

32,73%, 고급 33%으로, 모든 수준에서 단일 답변으로 

1번, 즉 ‘교수님의 해석과 설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

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학습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읽기 학습활동으로 ‘교

수의 해석과 설명’을 선호하는 경향은 백지원(2009)과 

탁진영(2012)에서도 보고된다. 이에 대해 백지원은 학생

들이 ‘수업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활동보다 교

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초, 중, 고급 모든 수준에서 고르게 도움이 된다고 

한 점과, 조별활동에 대한 선호도도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태도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조별과 개별 

활동 관점에서 초급은 3번 ‘조별독해와 발표’가 22.6%, 

2번 ‘개별 독해하기+제출하기’가 10.58%로 독해활동에 

있어서는 조별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해에 있

어서는 중급과 고급의 경우 3번 선택비율이 각각 15.45%, 

12.32%, 2번이 각각 15.45%, 11.33%로 개별과 조별 방

식에 대한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독해를 한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의 경우, 중급과 고급 

각각 4번 ‘개별 요약하기’ 선택비율이 20.00%, 29.06%이

고, 5번 ‘조별 요약하기’ 선택비율은 각각 7.73%, 7.88%

로 개별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수업운영에 있어, 수준별로 좀 더 세밀한 

맞춤 활동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급의 경우 요약활동 대신 한 문장씩 소리 내어 읽고 

해석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Yu(2015)는 대학생들이 소

리내어 읽기 활동을 하면서 어휘, 발음, 강세,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받은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어휘나 

발음 등에 대한 자신감이 특히 부족한 초급 학습자들에

게 소리내어 읽기 활동으로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고양시키고자 했다. 지명하는대로 준비 없이 

영어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해석을 하는 것에 학생들이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했으나, 

17.79%의 학생들이 이 활동을 선호하여 두 번째로 

22.6%의 선호도를 보인 조별 독해하기 활동과 크게 

격차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4.2.2 문항5: 교수자가 한 문장 한 문장 지문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 필요하고 재미도 있다.

(2) 필요하지만 지루하다.

(3) 종종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 해석에만 필요

하다.

(4)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고 지루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읽기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로

서 본 연구자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교수자

가 일방적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

는 것이 얼마나 학습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본 

문항도 이와 연관하여, 읽기를 할 때 특히 교수자가 개별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 주는 것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하는 의도로 제시되었다. <표 

8>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모든 수준에서 3번 

응답비율이 초, 중, 고급 각각 41.32%, 44.09%, 45.3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필요성의 관점에서 1,2번 응답비율

을 합치면, 초, 중, 고급 각각 56.29%, 55.12%, 51.38%로 

모든 수준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습자들이 개별문장 해석

이 ‘지루’하든 ‘재미’있든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

면에 개별문장 해석 방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은 초,중,고급 각각 2.4%, 0.79%, 0.77%로 매우 낮게 나타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42 (25.15) 32 (25.2) 38 (29.23) 112 (26.42)

2 52 (31.14) 38 (29.92) 32 (22.15) 122 (28.77)

3 69 (41.32) 56 (44.09) 59 (45.38) 184 (43.4)

4 4 (2.4) 1 (0.79) 1 (0.77) 6 (1.42)

<표 8> 교수자의 모든 지문 해석에 대한 필요성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79 (37.98) 72 (32.73) 67 (33) 218 (34.55)

2 22 (10.58) 34 (15.45) 23 (11.33) 79 (12.52)

3 47 (22.6) 34 (15.45) 25 (12.32) 106 (16.8)

4 13 (6.25) 44 (20.00) 59 (29.06) 67 (10.62)

5 10 (4.81) 17 (7.73) 16 (7.88) 43 (6.81)

6 37 (17.79) 19 (8.64) 13 (6.4) 69 (10.94)

<표 7> 도움이 된 읽기 수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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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주미진 외(2012)에서도 독해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의 약 60%가 ‘꼼꼼히 해석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문장만 교사가 해석해 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41%라고 보고한다. 이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학습효과에 대한 교수자들의 회의적 태도와는 달리 학습

자들은 이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2.3 문항6: 읽기 수업방식으로 특히 재미있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제안해 주

세요.

주관식으로 질문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응답률이 낮았으

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수준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조별읽기’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초급과 중급 학생들이 조별로 

읽기를 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수업방식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반면에 고급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제시되

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는 자기절제와 동기

부여라는 측면에서 초, 중급 학생들과 고급반 학생들 사이

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아래 문항13에서 조별

로 읽기를 할 경우 장단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4.3 쓰기 수업방식

4.3.1 문항7: 쓰기활동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

나요?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

(3) 그저 그랬다.

(4)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쓰기수업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쓰기활동이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표 10>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 초, 중, 고급 각각 긍정적인 응답인 1,2를 합쳤을 때 

각각 63.64%, 66.14%, 70.23%로 모두 과반 이상으로 나

타났다.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1번 ‘매우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응답비율이 초급과 고급 사이에 1.5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상응하여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초급에서 고급으

초급 (52)

조별로 해석하고 발표하는 게 혼자서 해석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잠이 깼다. 혼자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 된다.

잠자지 않고 수업에 반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게 함.

조별로 읽는 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발음이나 뜻 같은 경우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별활동으로 한 문장씩 나눠서 해석하는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별로 문단 해석하고 발표하기.(24)

중급(52)

조별끼리 독해하니 안하게 되던 읽기를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조별독해하기 활동이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올라가고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수업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숙지해온 뒤 수업시간에 배경지식과 세부적인 내용, 어려운 지문해석 활동을 했음 좋겠다.

돌아가면서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집중이 잘됩니다.

학생들과 한 팀으로 조편성한 후 활동했으면 좋겠다. (20)

고급(48)

조별로 함께 해석하는 활동이 도움이 됐다.

단락별로 나눠서 읽도록 하는 것.

조별로 구역을 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조별로 읽고 함께 해석하는 수업도 해보고 싶다. 개별적으로만 하니 어려운 단어나 해석이 있을 때마다 자꾸 폰(번역기)에 

의지하게 된다.

한 문단씩 나누어서 읽고 발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21)

기타의견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

해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직접 만들어보고 답변해보기.

조별로 하면 내가 하는 문장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두 명이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처럼 각자 읽고 요약을 제출하여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정확한 요약을 완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 내용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었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표 9>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수업방식 제안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16 (9.7) 16 (12.6) 22 (16.79) 54 (12.77)

2 89 (53.94) 68 (53.54) 70 (53.44) 227 (53.67)

3 56 (33.94) 40 (31.5) 35 (26.72) 131 (30.97)

4 4 (2.42) 3 (2.36) 4 (3.05) 11 (2.6)

<표 10> 쓰기활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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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준이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모든 수준에서 쓰기활동

에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읽기와 쓰기 

통합수업의 의의를 잘 살려준다.

4.3.2 문항8: 쓰기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았습니까?

(1) 혼자 영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2) 영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서 좋았다.

(3) 기존의 영작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4) 쓴 글에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5) 위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써 주세요.

문항7과 연계하여, 이 문항에서는 쓰기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1>에서 결과를 보면, 초급에서는 4번 ‘쓴 글에 바로 피드

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가 31.58%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1번 ‘혼자 영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의 응답비율이 각각 37.3%, 

40.91%로 가장 높았다. 수준 간에는 1번 응답비율의 경우 

초급 25%, 중급 37.3%, 고급 40.91%으로 수준이 올라 

갈수록 증가하고, 4번은 반대로 초급 31.58%, 중급 

28.57%, 고급 23.4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학습

자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쓰기활동에서 독립성이 증가

하고, 피드백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

로 보인다. 2번 ‘영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서 좋았다’는 초급 25%, 중급 20.63%, 고급 13.64%

로 수준이 올라 갈수록 감소하여 쓰기에 대한 독립성 증가

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3번 ‘기존의 영작실력을 향상시

킬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응답비율은 초급 15.13%, 중급 

12.7%, 고급 21.21%로서 중급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자들

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중급 학습자들의 영어실력

이 고급보다는 초급에 더 가까우며, 수업 시간에 수행한 

쓰기활동의 방식과 난이도가 중급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

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4.3.3 문항9: 쓰기활동이 어렵거나 싫다고 느낀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2) 개별적인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았다.

(3) 처음 영작을 해봐서 혼자 쓰기가 어려웠다.

(4) 영작하는 주제나 내용이 흥미롭지 않았다.

(5) 위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써 주세요.

이 문항에서는 쓰기활동이 어렵거나 싫다고 느낀 경우

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과 중급 학생들의 경우는 

3번 ‘처음 영작을 해봐서 혼자 쓰기가 어려웠다’ 응답비율

이 각각 56.72%, 57.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초, 중급에 

비해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고급 학습자 30.69%도 3번을 

선택했다. 이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학생들이 영어쓰

기를 할 기회가 수준과 관계없이 많이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급의 경우 동일한 30.69%가 1번 ‘영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급 학생들

의 20.1%가 역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읽기

와 쓰기 통합수업임에도 수업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100

분이라는 운영상의 제약과 교수자의 성향에 따라 쓰기보

다 읽기에 치중하는 수업관행도 이런 결과에 기여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활동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세심한 수업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모든 수준에

서 2번 ‘개별적인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았다’의 응답비율

이 가장 낮아 초, 중, 고급 각각 8.96%, 8.25%, 17.82%였

다. 특히, 초, 중급 수준에서는 개별 피드백의 여부가 학생

들에게는 쓰기활동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더하거나 덜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

의 쓰기활동을 수행하면서 개별피드백의 필요성을 더 느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38 (25) 47 (37.3) 54 (40.91) 139 (33.9)

2 38 (25) 26 (20.63) 18 (13.64) 82 (20)

3 23 (15.13) 16 (12.7) 28 (21.21) 67 (16.34)

4 48 (31.58) 36 (28.57) 31 (23.48) 115 (28.05)

5 5 (3.29) 1 (0.79) 1 (0.76) 7 (1.71)

<표 11> 쓰기활동이 도움이 된 점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19 (14.18) 23 (21.1) 31 (30.69) 73 (21.22)

2 12 (8.96) 9 (8.26) 18 (17.82) 39 (11.34)

3 76 (56.72) 63 (57.8) 31 (30.69) 170 (49.42)

4 23 (17.16) 11 (10.09) 21 (20.79) 55 (15.99)

5 4 (2.99) 3 (2.75) 0 (0) 7 (2.03)

<표 12> 쓰기활동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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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점을 향후 수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번 ‘영작하는 주제나 내용이 

흥미롭지 않았다’의 응답비율은 초, 중, 고급 각각 17.16%, 

10.09%, 20.79%로, 초급과 고급의 경우 쓰기 활동에 어려움

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급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적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현재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의 쓰기 활동에 대

한 의욕이나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활동과 주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으며 교수자로서 이 결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4.3.4 문항10: 수업시간에 한 영작활동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선호하는 방식을 고르세

요. (복수선택 가능)

(1) 주어진 주제로 개별 자유영작하기

(2) 주어진 주제로 조별 자유영작하기

(3) 개별 요약문 영작하기

(4) 조별 요약문 영작하기

(5)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개별로 영작하기

(6)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제시된 단어로 개별 영작하기

(7) 주어진 영어문장의 단어와 구조를 바꿔 영작하기

(paraphrase하기)

쓰기수업방식에 관련한 마지막 문항으로 수업시간에 

한 쓰기활동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선호하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는 위의 6문항에서 읽기수

업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와 비슷하게, 두 교수자가 수업에

서 했던 모든 영작활동을 제시하였고, 학생 자신에게 도움

이 되었거나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13>에서 결과를 보면, 1번 ‘주어진 주제로 개별 자유영작

하기’가 초, 중, 고급 각각 36.14%, 29.23%, 29.9%로 모든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초급의 경우, 2번 

‘주어진 주제로 조별 자유영작하기’ 문항과 합한 응답비

율은 54.95%로 과반수가 개별이든 조별이든 자유영작을 

선호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요약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자유영작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영작 경험이 거의 없고 문법지식의 제한으로 5번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개별로 영작하기’ 또는 6번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제시된 단어로 개별 영작하기’와 같은 통제된 영

작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학습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예측했으나, 초급 학습자들이 통제된 영작활

동보다 자유영작이 더 도움이 된다고 선택한 점은 교수자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기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통제된 영작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판단

은 학습자의 학습의욕이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자유영

작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욕구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중급과 고급의 경우, 개별과 조별 자유영작 선호비율

을 합하면 각각 39.49%, 48.04%이며, 3번 ‘개별 요약문 

영작하기’와 4번 ‘조별 요약문 영작하기’를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각각 19.48%, 26.47%로, 역시 요약문 작성활동보

다 자유영작을 선호하고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미진 외(2012)와 백지원(2009)의 연구에서도 학생

들이 가장 덜 선호하는 수업활동으로 요약을 지적했다. 

주미진 외(2012)는 요약활동이 예상외로 효과적이지 못하

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수준이 ‘초보’라서 어려움을 느낀 

데서 이유를 찾는다. 정행(2012)은 요약 활동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통합 함축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은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영어능력이 중,상인(토익을 기준으로 

500점 이상) 학생들에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안한다.

중급의 경우, 다른 수준과 달리 통제된 영작활동을 선

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제된 영작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5번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개별로 영작하기’(12.31%), 

6번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제시된 단어로 개별 영작하

기’(17.44%), 7번 ‘주어진 영어문장에 단어와 구조를 바꿔 

영작하기’ 활동을 선택한 비율이 합쳐서 41.03%로 자유영작

하기 선호도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급의 경우 5,6,7번 선택비율이 합쳐서 25.48%로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급 학습자들이 통제된 영작활

동을 요약활동보다 선호한다는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요약활동이 S대학교 중급 학생들

이 수행하기에 난이도가 높았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급 중급 고급 합계

1 73 (36.14) 57 (29.23) 61 (29.9) 191 (31.78)

2 38 (18.81) 20 (10.26) 37 (18.14) 95 (15.81)

3 15 (7.43) 26 (13.33) 36 (17.65) 77 (12.81)

4 18 (8.91) 12 (6.15) 18 (8.82) 48 (7.99)

5 18 (8.91) 24 (12.31) 21 (10.29) 63 (10.48)

6 20 (9.9) 34 (17.44) 13 (6.37) 67 (11.15)

7 20 (9.9) 22 (11.28) 18 (8.82) 60 (9.98)

<표 13> 도움이 되었거나 선호하는 영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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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에 대한 관심이 초급보다 중급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

나므로 통제된 상황에서 문법을 적용하여 영작을 하는 것을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4 읽기와 쓰기에서 조별활동과 개별활동의 선호도

4.4.1 문항11: 읽기활동을 조별과 개별로 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가능하면 

이유를 써 주세요)

읽기활동을 조별과 개별로 하는 것 중에 학생들이 무엇

을 더 선호하는지 조사하였다. 둘 중 선호하는 유형을 

쓰고 가능하면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준별로 모두 개별보다 조별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준별로 개별과 조별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급은 64.19%가 조별을 선호

하고 35.81%가 개별을 선호하여 둘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초급학생들은 읽기활동을 

개별보다 조별로 하는 것을 훨씬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중급은 56.91%가 조별을 선호하고 43.09%가 개별을 선

호하여 초급보다는 격차가 줄었고, 고급에서는 52.83%가 

조별을 선호하고 47.17%가 개별을 선호하여 그 격차가 

더 줄어들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읽기활동을 개별로 

하는 것 보다 조별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초급에서 

고급으로 수준이 올라갈수록 읽기에 있어 조별활동보다

는 개별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학생들이 의견을 진술한 것을 분석한 것이 아래 

제시될 것이다.

4.4.2 문항12: 쓰기활동을 조별과 개별로 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가능하면 

이유를 써 주세요)

이 문항은 쓰기활동을 조별과 개별로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위 11번에서처럼 둘 중 

선호하는 유형을 쓰고 가능하면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결과는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읽기활동에서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준별로 모든 학생들이 쓰기활동은 

조별보다는 개별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초급과 고급의 

경우 각각 62.77%, 71.6%로 개별 쓰기 활동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반면에 중급의 경우는 개별 54.92%로 조별보다 

선호도가 높기는 하나 격차가 상당히 적었다. 다음 문항에

서, 학생들이 조별과 개별 활동 선호 이유를 서술한 내용

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4.5 조별, 개별활동 선호 이유

위에서 제시했듯이 읽기와 쓰기활동을 할 때 조별/개별 

방식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는 비율 면에서 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읽기활동은 

조별방식을 선호했으나, 선호의 정도가 초급에서 가장 

높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개별학습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에 쓰기는 모든 수준에서 개별활동

을 선호하는데 특히 고급에서 개별활동 선호도가 급상승한

다. 중급의 경우 읽기와 쓰기 모두 개별과 조별 선호비율의 

격차가 가장 완만하여 수준별로 학습방식 선호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특정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읽기와 쓰기에 공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11번, 12번 문항의 주관식 응답 분석 결과는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1번 문항에 응답을 한 총 학생 

수는 초급 100명, 중급 95명, 고급 86명이고, 12번 문항의 

경우는 초급 87명, 중급 72명, 고급 81명이다. 응답을 분석

한 결과, 읽기와 쓰기 활동 모두에서 학생들이 조별 학습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1) 협업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분업을 통해 학습(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조별활동은 학습에 참여할 압력과 의무감을 부여한다.

협업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분업으로 학습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어 조별 또는 그룹 활동을 선호한다는 학습

자들의 인식은 타 연구에서도 발견된다(정숙경, 2008). 

초급 중급 고급 합계

조별 95 (64.19) 70 (56.91) 56 (52.83) 221 (58.62)

개별 53 (35.81) 53 (43.09) 50 (47.17) 156 (41.38)

<표 14> 읽기에 있어서 조별활동과 개별활동 선호도

초급 중급 고급 합계

조별 51 (37.23) 55 (45.08) 30 (28.04) 136 (37.16)

개별 86 (62.77) 67 (54.92) 77 (71.96) 230 (62.84)

<표 15> 쓰기에 있어서 조별활동과 개별활동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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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은 학생들의 의견을 예시로 보여준다.

빈도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으나 조별활동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기제라는 응답의 비율은 쓰기

활동보다는 읽기활동에서 높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쓰기

는 개별로 해야 더 학습효과가 클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읽기 활동을 할 때 집중도와 

협업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초급

(읽기 41명)

혼자 하다가 모르는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음.

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조별로 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다른 표현을 배울 수 있고, 같은 단어이더라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배울수있기 때문이다.

(쓰기 14명)

모른 부분이나 꼼꼼하지 못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고 틀린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음.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하니까 도움을 받으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중급

(읽기 30)

조별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해석방식을 들을 수 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알 수 있었다.

(쓰기 23)

같은 뜻이라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혼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어휘나 문장구조 같은 것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고급

(읽기 32)

조별로 하면 내가 어느 부분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조원이 알 수도 있고 또한 나도 조원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쓰기 15)

많은(여러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쓰기 활동이 풍부해짐.

영작을 자주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업을 통해 학습(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초급

(읽기 17)

혼자서 하기에 부담이 큼.

개별로 할 때보다 부담이 덜되고 잠이 깸.

(쓰기 18)

어려운 부분을 조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영작하는 게 좋았고 부담이 덜했다.

영작이 힘든 사람이 있는 경우 혼자하면 더 쓰기 힘들 수 있음.

중급

(읽기 23)

부담이 덜어지고 흥미도가 높아짐.

모르는 단어, 구조 등을 물어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서.

(쓰기 13)

개별로 하면 막막한데 같이 하면 부담이 덜 함.

개별의 능력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쓰기활동이 더 수월했음.

혼자하기 어렵다.

고급

(읽기 9)

덜 부담스럽다.

내가 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쓰기 5)

혼자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조별활동을 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조원이 아는 경우도 많아서.

읽는 것보다 쓰는 것에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조별활동은 학습에 참여할 압력과 의무감을 부여한다.

초급

(읽기 10)

조별끼리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오게 된다.

혼자하면 시도하기 어렵거나 안할 수도 있는데 조별로 해서 더 수업시간에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다.

(쓰기 3)

개별로 하면 참여의지가 부족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중급

(읽기 12)

개별로 하면 안할 수도 있는데 조별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

미리 예습을 하고 오게 된다.

수업에 참여도가 높아진다.

(쓰기 0)

고급

(읽기 4)

읽기는 조별활동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혼자 하는 것보다 집중이 더 잘되며, 어려움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음.

(쓰기 3)

그래야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듯 (재미는 반감).

<표 16> 조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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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가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급반 학생들의 경우 조별활동

이 학습량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초급, 중급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 

사실 자체는 놀라운 것은 아니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단순한 학습량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연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보면 민망’해서 쓰기를 

할 때 개별활동을 선호한다는 한 초급 학습자의 응답은 

영어능력이 자존감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급, 중급 학습자들에게 덜 부담스럽게, 좀 더 편안하게 

영어를 학습하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수자는 더욱 고민해야 한다. 조별활동의 의의가 

협업을 통해 서로의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상호작용을 통

해 좀 더 흥미롭고 활기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다수 학생

들의 인식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할 개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조별활동에서 생기는 문제와 학생들의 태도

를 보여준다. 개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읽기와 쓰기 

공통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독립적이고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2) 조별활동은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유사한 결과가 백지원(2009), 정숙경(2008), 정지원 외

(2010)에서도 보고된다. <표 17>은 개별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독립적이고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초급

(읽기 11명)

읽기는 혼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혼자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음.

(쓰기 37명)

쓸 때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갖고 쓰는 것이 좋다.

각자마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 쓰기는 조별보다는 개별로 해서 교수님께 피드백 받는 것이 더 좋았다.

중급

(읽기 18)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되고 더 공부할 때 편하다.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쓰기 27)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대로 쓰기활동이 편할 것이다.

스스로 영작활동을 하며 자신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더 잘 확인할 수 있었음.

고급

(읽기 21)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집중해서 글을 읽게 됨.

개인 실력향상의 주요인은 자기참여도이다.

조원마다 읽기 속도에 차이가 있다.

(쓰기 40)

쓰는 것은 저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자기 힘으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도움없이 오릇이 혼자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창의력과 사고력 모두 향상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또한 다른 조원과 합의한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이기에 영작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조별활동은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초급

(읽기 21)

읽는 속도가 달라 피해를 주는 것만 같다.

잘하지 못하여 같이하게 되면 피해를 끼칠까봐
(쓰기 14)

조의견을 모아 영작하다보면 영작하는 사람이 계속 영작한다.

각자마다 실력이 다른데 조별로 하면 묻어갈 수 있기 때문 (결국 한명 or 두명의 영작으로 될 것이다).

중급

(읽기 14)

개별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끝낼 것 같아서.

조별은 하는 사람만 함.

(쓰기 8)

조별은 의견대립도 많고 다들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없음.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별로 하면 참여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급

(읽기 19)

가능한 개별이 편하다. 이유는 조별의 경우 촉박한 시간에 쫒겨서 잘하는 친구에게 맞기는 경우도 있으면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저 시간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쓰기 18)

조별은 의견 모으는 것과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어서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

쓰기활동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활동이라 조별활동으로 진행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별로 하면 특정사람이 다하게 되어서.

<표 17> 개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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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활동이 비효율적이라서 개별활동을 선호한다는 가

장 큰 이유는 모든 조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특정 

조원이 활동을 주도하거나 또는 다 떠맡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별활동으로 학습량을 분담하여 학습의 부담

을 덜어준다는 순기능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원들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상호작

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숙경(2008)에서 그룹 활동의 단점으로 ‘매주 그룹이 바뀌

는 경우 서먹서먹하고 그룹간의 친밀감이 떨어져서’ 활동

이 어렵다는 학생 의견이 나온다.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하

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학년이라 구성원 간에 관계형성

을 위한 시간도 길지 않았고, 또한 학부소속으로 학과체제

일 때보다 상호작용을 할 기회도 더 적다. 이 유형의 응답은 

특히 초급에서 주로 나왔음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초급

반의 경우 조별활동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과의 친숙도 그리

고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 결합해 효과적

인 조별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심영숙(2009)도 성공적인 조별활동 또는 협력학습을 위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있는 우호적이

고 친밀한 환경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읽기와 쓰기 통합 교양영어 수준별 강좌

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423명의 

학생들이 2019년 2학기 English Foundations: Reading 

and Writing 강좌를 수강하고 설문에 참여했다. S대학교

는 수준별 수업이 2018년 2학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9

년 1학기부터 새로운 공통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

기적으로 수준별 수업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진단

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는 아래 세 가지 질문에 초점

을 맞췄다.

1. 학습자들은 새로운 교재의 난이도와 흥미도를 어떻

게 평가했는가?

2.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읽기와 쓰기 활동이 무엇이며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가?

3. 학습자들은 개별과 조별 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수준별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

교재 난이도는 초급은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 이해

에 전혀/ 대체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71%정도로서 

학생 간 난이도가 쉽다는 대체적 일치가 있었다. 반면에 

중급과 고급은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 이해에 전혀/ 

대체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45%, 44%로, 뒤집

어 보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54%, 55%로 절반 정도로 

학생들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분반 내 

학습자간 영어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다. 따라서 추후 분반편성에서 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재 읽기활동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습자들이 ‘어휘지식 부족’을 들었는데, 

특히 중, 고급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어휘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

을 수업에 보강하여 교재 난이도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흥미도에 대한 

인식은 ‘모든/ 대부분의 글들이 흥미로웠다’는 응답비율

이 모든 수준에서 70~80%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

가 나왔다. 교재에서 다루는 주제 영역이 사회, 인문, 예술, 

디자인, 심리학, 과학, 기술 등인데,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이 대다수 인문, 디자인, 예술 전공이라는 점이 교재에 

대한 높은 흥미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에

는 공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현 교재가 그들의 

흥미와 필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읽기활동 선호도와 수준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업방식이 

모든 수준에서 ‘교수님의 해석과 설명’이고, 전체 지문을 

한 문장씩 해석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장 위주로 설명하는 

것을 학생들이 선호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해에서 교수자 중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백지원(2009)과 주미진 외(2012)와 같은 선행연구

에서 볼 수 있듯이 S대학교 학생들 특성만은 아니다. 다음

으로 초급은 ‘조별독해와 발표’ 활동을 중급과 고급은 

‘독해하고 개별로 요약’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읽기활동 전반에 대해 개별과 조별 활동 선호도에 

있어서는 모든 수준에서 조별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호의 정도가 초급에서 가장 높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즉 수준이 올라갈수록 개별활

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급과 중급 

학생들이 조별로 읽기를 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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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을 하는데, 

이런 학습을 주도하는 독립성과 자기규제 능력에서 초, 

중급 학생들과 고급반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

하게 한다.

학습자의 쓰기활동 선호도와 수준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쓰기활동이 영어 학습 전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매우/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모든 수준에서 60%를 이상이었다. 초급에서 고급

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며, 특히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비율이 초급과 

고급 사이에 1.5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쓰기 활동이 

어떤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초급에서는 

‘쓴 글에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가 응답비

율이 가장 높았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혼자 영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습자들의 수준이 올라 갈수록 쓰기활동에서 독립성이 

증가하고, 피드백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쓰기활동이 어렵거나 싫다고 느낀 

경우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봤는데, 

초급과 중급의 경우 ‘처음 영작을 해봐서 혼자 쓰기가 

어려웠다’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급의 경우 ‘영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와 ‘처음 영작을 해봐

서 혼자 쓰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

났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대학

에 오기 전까지 영어 쓰기를 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넷째로, 쓰기활동의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보면 초, 

중, 고급 모든 수준에서 ‘주어진 주제로 개별 자유영작하

기’를 가장 선호했다. 중급의 경우, 다른 수준과 달리 통제

된 영작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제된 영작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개별로 영작하

기’,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제시된 단어로 개별 영작하

기’, ‘주어진 영어문장에 단어와 구조를 바꿔 영작하기’ 

활동을 선택한 비율이 합쳐서 자유영작하기 선호도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쓰기를 

할 때는 모든 수준에서 조별보다는 개별활동을 선호하였

다. 중급에서는 그 격차가 크기 않은 반면 고급과 초급에

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고급과 초급 학생은 개별쓰기활

동을 훨씬 선호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분석

해 보니,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급의 경우는 개별

로 혼자 써보는 것이 영작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초급은 자신의 영작실력이 부족하여 자신감 

결여로 쓰기의 경우 조별활동을 기피하고 개별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개별, 조별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

면, 조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협력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분업을 통해 학습의 부담을 줄이며, 학습에 참여

할 압력과 의무감을 부여하여 학습에 참여도를 높이는 

것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독립적이고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조별활동을 할 때 모든 조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조원이 떠맡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습효

과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학마다 교양영어 교육의 체재와 운영환경이 다르고, 

학생들의 수준도 상이해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간 제약으로 연구방법상 설문 결과를 개별 

학생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자료로 보강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지 못한 점은 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에 서술형 항목을 넣어 간략하게나마 학생들

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했으며, 이렇게 수합된 의견은 

객관식 항목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통찰력을 주었다.

향후 읽기 쓰기 통합 수준별 수업운영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향상에 실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들이 쓰기활

동으로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이 자유영작을 선호하고, 

요약하기 활동과 통제된 영작활동에 덜 흥미를 보인 결과

를 바탕으로 각각의 영작활동이 수준별로 어떻게 학생들

의 영어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활동은 쓰기와 읽기를 통합한 활동으로 

독해와 영작능력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다. 요약활동을 

통한 독해능력 향상의 효과를 분석한 정양(2012)에 따르

면 초급 수준(토익 점수 500점 이하) 학습자들의 경우 

주요내용 파악 능력, 중급(토익 점수 500-700점)/상급(토

익 점수 700점 이상) 학습자들의 경우 이해한 내용을 통합 

함축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에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양(2012)은 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약

활동의 효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후속연구로 이 질문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그 결과를 수업에 활용하기를 기대한

다. 다음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향상하기 위해 수준별로 몇 가지 수업방안을 제안한다. 

제시된 방안들은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수업의 맥락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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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둔 것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교수

자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시사점이라

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6. 제언: 수준별 읽기 쓰기 수업방안 제안

6.1 읽기활동

연구 결과 조별 읽기 활동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준

별로 학습자들이 다음과 방안을 제안한다.

6.1.1 초급

초급은 과제로 지문을 소리내어 읽고 한국어로 해석해

서 녹음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초급 학생들은 영어를 소리

내어 읽거나 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발음에 자신감이 없고, 소리를 내어 읽어본 

적이 없어 끊어 읽기 같은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독해연습과 함께 영어를 소리내어 읽거나 말하는데 

좀 더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이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수업시간에는 조별로 다시 지문을 해석

하여 자신이 과제로 한 것과 비교해 오류 등을 스스로 

수정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또한 발표로 소리내어 읽기를 

수행하면 과제와 잘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1.2 중급

초급과 마찬가지로 중급 학습자들도 수업시간에 지문

을 독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독립적

으로 정확하게 개별 문장을 해석하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제로 수업 

전에 지문을 읽어 수업시간에 독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읽기 과제로는 지문을 읽고 

각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영작하여 수업시간에 

이 질문들을 활용해 조별읽기, 퀴즈 활동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6.1.3 고급

고급 학습자들은 이미 독립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독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과제로 지문을 독해하

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활동을 개별로 수행해 수업시간에 

지문전체를 해석하는 활동은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이 제출한 한국어 요약은 수업시간에 다양한 방식

으로 영작하여 활용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개별로 

독해하면서 특히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문장이나 지문의 

특정 부분만을 집중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교수자가 

무조건 지문 전체를 해석해 주는 것보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만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설문(문

항7)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분석할 문장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제시하거나, 교수자의 경험으로 학

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선정할 수도 

있다.

6.2 쓰기활동

모든 수준에서 학생들이 쓰기는 개별활동과 자신의 의

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선호한다. 이런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준별로 쓰기활동의 유형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6.2.1 초급

초급은 통제된 유형(e.g. 주어진 한국어 문장을 주어진 

영어단어와 패턴을 활용해 영작하기, 주어진 한국어 문장

을 학습자가 선택한 표현으로 영작하기, 간단한 문장 바꿔

쓰기(paraphrase) 활동)의 영작활동과 함께 자유영작에 대

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

는데 재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영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격려한

다. 초급 학생들은 대개 즉흥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신감 없어하므로 먼저 영작을 하고 이

를 발표문으로 활용하여 말하기 활동을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발표를 할 때 듣는 이가 내용을 이해하

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성(accuracy)을 갖춘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해 개별피드백이 필수적이다.

6.2.2 중급

중급은 자유영작과 통제된 영작을 균형있게 실시할 것

을 제안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작성한 영작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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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을 논리와 구성의 일관성과 문법과 표현의 

정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 문장 구성의 정확성

이나 매끄러움에서 향상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창성(fluency)보다는 정확성에 더 초점을 맞춘 

쓰기활동이 중급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단락이

나 전체 지문요약과 문장 바꿔쓰기(paraphrase)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활동과 결합한 자유영작 활동을 교수자의 

재량으로 배합하여 실행할 수 있다.

6.2.3 고급

고급은 읽기를 개별로 사전에 준비하여 쓰기와 발표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한정된 수업시

간을 지문을 단순 독해하는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보다, 

쓰고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수업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수업에 참여도나 흥미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문 요약, 개별의견 쓰기, 그룹토론을 통한 

발표문 작성, 그리고 문장 바꿔쓰기(paraphrase) 활동을 

교수자의 재량으로 배합하여 실시한다. 고급 학생들의 

영작에서 많은 학생들이 문장 구성이나 표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정확성을 촉진하는 문장 

바꿔쓰기(paraphrase)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개별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 읽기

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급 수준에서 

읽기활동은 개별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는 것

은 시작점일 뿐 이를 바탕으로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

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주제나 내용도 유추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말로 읽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

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어와 영어로 

지문을 요약하는 활동은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유용한 

연습이다. 요약활동과 함께 학습자가 지문의 전체 맥락을 

얼마나 잘 파악했으며 특정 문장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

를 갖는지 유추하는 읽기를 할 수 있는 쓰기활동을 병행하

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영숙, 이지연(2009).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

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64(4), 337-368.

김영자(2012). “한국 대학생의 수준별 영어쓰기 전략 연구”, 영어

영문학 17(1), 69-98.

김윤정(2015). “대학의 수준별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27(3), 88-104.

김현옥, 이혜경(2010).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방

안”, 영어교육연구 22(4), 75-100.

박찬규(2013).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29, 105-131.

방영주(2004). “영어능력 인증제, 능력별 교과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교육: 학생과 교수의 인식에 대한 고찰”, 영어어문

교육 9(2), 193-211.

박지영, 오준일, 이인규(2012). “대학의 수준별 토익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4(3), 257-276.

백지원(2009). “대학 영어 읽기 수업에서의 활동 효과: 대학생들의 

관점”, Linguistic Research 26(2), 49-66.

서정아(2018).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4(5), 355-374.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2004).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모형개발연구”, 외국어교육 11(2), 377-406.

송명석(1997). “소집단을 통한 영어독해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미정, 박용예(2004).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 서울

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영어교육 59(2), 

179-211.

송희심(2008). “교실 외 활동을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회화프로그

램의 학습자 만족도 연구”, 외국어교육 15(3), 141-168.

신영헌(2018). “대학생의 영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 연구”, 교양 교육 연구 12(4), 37-65.

심영숙(2009). “영어 읽기 협력학습에 나타난 학습자 상호작용 

분석”, 영어학연구 28, 45-66.

양재석(2016). “한국 대학생의 영어 글쓰기 능력과 글쓰기 전략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 21(1), 485-506.

정덕교(2010). “교양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한양대학

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4(1), 177-197.

정동수, 김해동(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2-295.

정숙경(2008). “대학 영어독해 수업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위한 행동연구”, 영어교육연구 20(2), 243-272.

정영철(2014). “통합적 접근: 영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피드백주기 

방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현대영미어문학 32(1), 79-101.

정지원, 김지영, 정동빈(2010). “독해전략지도(RSBI)와 협동학

습법(CLM)을 통한 대학 교양영어 독해력 증진의 효과”, 

응용언어학 26(2), 85-122.

정행(2012). “요약활동을 통한 대학생 영어 읽기 수업 효과”, 

영어영문학21 25(4), 265-287.

조정순(2002).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

교육 57(2), 365-394.

주미진, 김은일, 이종희(2012). “상호작용식 읽기 지도와 협력학

습을 통한 대학영어 독해수업의 효과적 교수법 연구”, 새한

영어영문학 54(2), 243-262.



220

교양 교육 연구 Vol. 14, No. 5 (2020년 10월)

탁진영(2012). “쓰기에 대한 의식도 및 쓰기 중심 교양영어 수업의 

방법⋅만족도 조사: 영어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영어 비원어

민 교수 수업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105, 323-349.

하명애(2017). “대학 교양영어의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고찰: 

지방소재 A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9(1), 

163-185.

하종범(2013). “수준별 영어일기 수업에서의 대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 54, 251-275.

Bang, Youngjoo(2002). “The Use of Collaborative Work in a 

College EFL Reading Classroom”, English Teaching 57(3), 

145-169.

Hahn, Hye-ryeong(2003). “Small Group Work in Lower-level Adult 

Classrooms: A Study of the Inner Mechanism”, English 

Teaching 58(2), 249-272.

Suh, Jae-Suk(2006). “A Comparison of Two English Reading 

Classes: With a Focus on Cooperative Learn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2(3), 79-98.

Yu, Kyung-Ah(2015). “Is Reading Aloud Beneficial for Korean 

College-level English Learner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1(1), 283-312.



221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 읽기 쓰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선호도 연구

A study on learners’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in level-based college general English classes

Bang, Min-Hee1, Park, Tae-Sook2

1Assistant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earners’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learning activities used in level-based general English 

classes for first year college students. The course combines reading and writing and is divided into the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classe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ent survey, focusing on evaluating the student preference 

in terms of participating in different types of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and, in particular, group and individual works. 

423 students took part in the survey with 165 from 5 beginner classes, 126 from 4 intermediate classes, and 132 from 

5 advanced classes. They answere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learners of 

all three levels preferred group activities to working individually in reading, while the higher the level of the learners was, 

they tended to prefer individual works. On the other hand, in engaging in writing activities, the majority of students perceived 

individual activities as more effective than working in group. Specifically, the beginner and advanced level students showed 

stronger preference for individual activities, for different reasons. The advanced learners responded that they could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more efficiently through working individually whereas the beginner level students seemed to prefer individual 

activities to avoid working in group due to a sense of anxiety and low confidence in showing their perceived poor writing 

abilities to their peers. Overall, it is shown that writing activities are more helpful and effective as the learners’ proficiency 

improves. Based on the results, a number of activities and steps are suggested to help manage effective level-based reading 

and writing classes.

Key Words: level-based classes, reading, writing, learning activities, group activities, individual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