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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셀프 코칭을 활용, 대학생들의 영어 자기주도학습 경험 사례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영자신문 기사를 선정했고, 제시된 질문들을 자문하면서 자기주도학

습을 진행했다.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 의미 있는 진술 9개와 

주제 모음 4개,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의 이유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음을 

확인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예전에 경험했던 좋은 동기로 복귀하는 시간을 보냈고, 셀프 코칭에 

따른 어려움을 이기려는 의지를 다졌음을 확인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제시된 질문들을 자문하는 

소중한 경험을 처음 접했고, 행복하게 영어를 학습했던 시절의 감정을 회상하면서 영어학습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얻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통제가 어려워서 미루고 싶었던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과제의 완성에 급급해 허술하게 학습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를 경험했음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셀프 코칭이 영어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 질문의 중요성, 정규수업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사항, 코칭 연구의 외연 확장에 이바지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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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일상화가 

되어감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온라인수업은 대면 수업과 비교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고(심선경, 2012), 교수자의 조력 또한 축소

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즉 학

습 요구 진단, 학습 목표 설정, 학습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 선택, 적합한 학습 전략 수립, 그리고 결과에 따른 

평가를 스스로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Knowles, 1975).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

가 거의 없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인 

우리나라는 한정된 교실학습만으로 언어 습득의 어려움

이 크기 때문에 교실 밖에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발휘하

는 것이 필요하다(김금선, 김혜영, 2011; 김금선, 2013; Ellis 

& Sinclair, 1989)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EFL 환경에 놓인 학습자들

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교수자가 가르쳐 주는 방법

만을 따르고, 과제 이외에 학습을 스스로 찾아서 하거나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지 않는다(오희정, 이은희, 

2016).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타율적이고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

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다는 점이다(김종운, 정보현, 2012). 한편, 아시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한 국외 연

구들에서도 교수자 중심과 타율적 학습이라는 문화적 배

경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저해한다는 결과

(Healy, 1999; Johns, 1995)는 앞서 진술한 국내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기 주도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영어교육 현장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가능성

을 코칭(Coaching)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는 관점에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어 스스로 지속

적인 책임과 역량개발을 성취하도록 지지하는 시스템이

라고 정의한 코칭의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김종운, 

정보현, 2012). 연구에 따르면, 코칭은 학습 환경에서 학습 

주도성을 확립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자기 주

도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

경, 문은주, 2016; 송인섭, 2006; 정현옥, 김미영, 민세홍, 

2010). 특히, 김재경과 문은주(2016)는 교양영어 과목에

서의 세 가지 코칭 교수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연구에서 교수법을 셀프 코칭(self-coaching), 동료 코칭

(peer-coaching), 교수자 코칭(teacher-coaching)으로 나누

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셀프 코칭은 학습자들

에게 주도성을 갖게 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소개했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는 셀프 코칭이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 향

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고, 본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셀프 코칭을 EFL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Fukuda, Sakata와 Pope(2017)의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은 교실 밖에서 EFL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학습역량

(learning skills) 부족, 낮은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 

그리고 학업적 지연 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에서 

찾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셀프 코칭을 

제안하였다. 한편, Homma와 Matsuse(2006)는 ‘셀프 코칭 

질문지’ (Will-Image-Source-Drive-Operation-Maintenance, 

<부록 1> 참조)를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

런 선행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셀프 코칭을 진행하되, 영어학습 동기와 성취

에 효과적인 매체로 알려진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학습

(배대권, 안병길, 이명헌, 2013; 이정원, 이태옥, 2007) 

경험의 결과를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인 현상학적 

사례 연구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셀프 코칭을 적용한 영어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셀프 코칭을 적용한 영어 자기주도학습 경험 전과 

후 대학생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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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코칭의 개념과 셀프 코칭

자기주도학습에 셀프 코칭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코칭의 정의

에 대해서는 하나로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

은 코칭을 어떤 철학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다(조성진, 2020).

코칭은 코칭 고객(client)이 인식과 행위의 변화를 경험

하고 성과를 내며,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돕는 코치(coach)

와의 상호 헌신하는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코칭 고객이 

자아 발견을 통해 자신감을 지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지니도록 촉진하는 활동이 코칭이다(조

성진, 2018). 또한, 코칭은 코치가 코칭 고객이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을 통해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관계를 통하여 격려와 기술로서 돕는 과정이다(최창호, 

2011). 그리고 조영우(2018)는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상대방 중심의 협력적 대화를 

코칭이라고 정의하고, 많은 경우 해답은 본인의 관점을 

전환하고 의식을 확장하며 자신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

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정의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코칭 

고객이라는 점이다. 정리하면, 코칭은 코치와 코칭 고객 

간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지니도록 돕고, 고객이 성장하고 성과를 향상하

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코치가 헌신하며 효과적으로 지원

하는 촉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코칭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칭에서 중요

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코칭 고객을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이

다. 즉,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주체)은 코치

가 아닌 코칭 고객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코칭은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식, 임파워먼트(empowerment), 

그리고 고객의 리더십 향상에 대한 관점에서 상담, 컨설

팅, 멘토링 및 훈련 개념과의 차별적 위상을 갖는다(조성

진, 2020)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칭은 수평적 관계와 

주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는 구성주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정은미(2009)

도 코칭은 외부에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써 코칭

의 가치를 찾았다. 이런 차원에서 코칭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향상하도록 도우려는 본 연구의 시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코칭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상담, 컨설팅 

및 멘토링(mentoring)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볼 때, 코칭은 참가자(학습자)의 자발성 

강조, 전문가(교수자)의 최소한의 개입, 문제해결의 주체

가 학습자라는 점 등에서 기존의 교육훈련과 큰 차이점이 

있다(조성진, 2020). 그 가운데 셀프 코칭은 문제해결 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내면과의 대화 기법이며, 스스로 

동기를 끌어내는 기술이다(Fukuda, Sakata, & Pope, 2017). 

셀프 코칭은 아무리 유능한 코치더라도 개인의 이슈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며, 고객이 할 일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한다(이정숙, 2009). 그래서 자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향상하려면, 결국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며, 그것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그에 충실하게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강조한 자기주도학습의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셀프 코칭

과 서로 연결될 수 있다.

2.2 영어학습과 코칭

국내에 코칭이 도입된 이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코칭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코칭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주연, 2010; 

신동일, 김주연, 2009). 이는 효율적인 영어 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흐름 속에서 코칭

이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요인(정현옥, 김미영, 

민세홍, 2010)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코칭이 

영어학습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연(2014)은 문헌검토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 협

력을 촉진하고 인지적 자율과 성찰 기술을 개발하는 강력

한 과정인 인지적 코칭, 특정 시험의 점수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테스트 코칭, 그리고 교수의 기술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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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동료 코칭이 영어교육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했다. 김재경과 문은주(2016)는 교양영어 교육에서 셀프 

코칭, 동료 코칭, 교수자 코칭으로 나눈 교수법을 적용한 

후에 각각의 코칭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Cumming과 So(1996)는 영어 쓰기에서의 

코칭을 튜터링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Stanley(1992)는 동

료피드백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Tian(2000)은 시험 준

비를 위해 코칭을 적용함으로써 언어적 능력 향상 또는 

시험 점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Fukuda, Sakata와 Pope(2017)는 교실 수업만으로 

부족한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셀프 코칭을 적용

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들에 따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졸업생들에게는 학습

자들의 학습능력 부족, 동기 부족 그리고 학업 지연 행동

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셀프 코칭

을 진행한 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연구결

과에 따르면, 셀프 코칭이 교실 밖에서 학습 시간을 늘려

주었고, 영어 학습능력, 동기부여, 그리고 학업 지연 행동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셀프 코칭이 

영어학습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고, 이것이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배경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영어교육과 코칭을 연결한 시도

도 있다. 김주연(2010)은 코칭의 본질적인 의미가 성과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을 

비판하고, 자기인식과 성찰을 통해 자신이 리더로서 성장

하면 행동적 결과가 나온다는 Wales(2003)의 견해를 받아

들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 견해를 바탕으로 교양영어 

회화 수업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말하기 능력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코칭 수업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개념적 구조모형을 고안해 냈다. 그리

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한 

결과,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단답형 말하기 학습자가 편안

한 분위기의 수업 시간과 자기성찰을 통해 구체적 말하기 

학습자로 변모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가 구체화하고 실천

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더하여 

교수자 또한 코치로서 역할, 즉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격려로 용기를 제공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성찰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결국,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코칭을 적용함으로써 코치(교수자)

와 코칭 고객(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코칭이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과 관련된 수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3.1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들은 강원도에 소재한 4년제 C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들로, 교양필수 교과목인 ‘대학영어 1’을 수강

하는 학습자들이다. 연구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인 ‘대학영

어 1’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2021

년 1학기인 현재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설한 

SNS 계정(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을 성별, 나이, 전공과 입학 당시 수능 영어 등급을 살펴보

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4명이었고, 나이는 20세가 

5명, 21세가 2명, 24세가 1명이었다. 전공별로 구분하여 

보면 의료융합 전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대 전공

자 2명, 기타 전공자 3명이다. 영어흥미도는 개별 인터뷰

에서 확인하였으며, 수능 영어 등급은 2등급~5등급 구간

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1년 1학기 ‘대학영어 1’ 교과목과는 별도

로 진행하였으며, 중간고사 기간을 피해 9주 차부터 14주 

차에 걸쳐 6주간 진행되었다. 본 수업의 전체 대상자들에

게는 주차 별 과제를 매주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참여자들

에게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과제로 대체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본 연구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줄여 

해당 활동에 집중하도록 했다. 먼저, 수업이 비대면인 관

계로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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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과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영자신

문을 활용한 영어학습의 효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론, 

그리고 코칭의 개념 등에 관해 설명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

을 두어 상호 간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 Homma

와 Matsuse(2006)가 제시한 코칭 질문지인 ‘WISDOM 

모델’(<표 2> 참조)을 소개하고, 5주 동안 이를 영자신문

을 이용한 영어 자기주도학습에 적용, 수행하게 하였다. 

영자신문 기사는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

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었다. 참여자들의 집중도와 과제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회 수행한 과제를 가지고 

첫 주와 마지막 주 전체 토론 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

여 가졌다. 또 전체 토론에서 교수자는 참여하되 관여하지 

않고 관찰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주도성을 높였다. 다음

으로 조별 토론 시간은 학습자들의 재량에 맡겼으며, 서로

의 과제를 공유하며 서로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 등을 

피드백해 주도록 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나 어려운 점은 개인적으로(카카오톡 활용) 교수자에게 

항상 질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6주간의 진행절차를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영자신문 활용 자기주도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자에

게 개인적으로 해당 과제들을 보내왔다([그림 1] 참조).

[그림 1]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학습자 과제 예시로써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첫 번째 좌측 그림은 자기주도적으

로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영어 학습 내용을 작성한 과업이

고,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은 WISDOM 모델의 형식을 따라 

진행한 학습에 대해 스스로 질문(셀프 코칭)하고 그에 

대한 답을 작성한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 그림은 

이름 성별 나이 학년 학과 영어 흥미도 수능 영어 등급

N 여 20 1 치위생학과 중 3등급

S 여 21 2 치위생학과 중 4등급

L 남 20 1 건축공학과 상 3등급

H 여 20 1 치위생학과 하 4등급

Y 남 21 2 콘텐츠제작학과 하 5등급

T 남 20 1 토목공학과 하 4등급

R 여 20 1 임상병리학과 하 4등급

W 남 24 4 항공운항학과 상 2등급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6 Components of

WISDOM Model
Activities

Will

Learners develop concrete goals. Learners discuss and refine vague ideas of language learning into concrete learning 

goals through the practice of self-questioning. Learners consider previous learning experiences in which learning goals 

were achieved by reflecting on daily routines and the origins of their learning motivation.

Image

Learners develop a concrete image of themselves as competent language users in the future along with positive changes 

that would accompany this language fluency through the practice of self-questioning. Learner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choose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and resources based on the concrete goals developed in Will.

Source

Learners attempt to enhance learning motivation on their own through the practice of self-questioning. Learners reflect 

on their previous learning experiences and learning motivations. Learners also envision themselves in a future in 

which they already achieved their new concrete learning goals by hypothetically answering questions about what 

made them successful.

Drive

Learners devise a learning plan based on outcomes of the three previous components. Students write detailed reasons 

for each learning resource and strategy they plan to use through the practice of self-questioning. Group discussions 

allow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arrive at concrete decisions about their learning.

Operation

Learners consider concrete steps to carry out their learning plans and avoid academic procrastin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self-questioning. Learners decide when and how to start study sessions and think about how to deal with 

learning anxiety.

Maintenance

Learners monitor and reflect on out-of-class study through the practice of self-questioning. Learners discuss weekly 

study based on learning plans. Learners also prepare motivational quotes which help them continue learning by setting 

short progressive goals, rewarding themselves for small achievements, keeping learning visible in the form of a Learning 

Map and learning how to find peer support.

<표 2> ‘WISDOM 모델’(Homma & Matsus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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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으로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셀프 코칭을 시도

해 보고 난 뒤, 이러한 학습에 대한 장⋅단점을 작성하여 

교수자에게 SNS로 보내온 문자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셀프 코칭을 적용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

습 체험이라는 주관적 경험세계에 대한 근본구조를 파악

하고, 연구 사례의 독특성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 특성상 자료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매주 수행한 과제(1인당 5편)를 교수자에게 

개인적으로(카카오톡) 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공유하여 

전체와 조별로 나누어 토론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1명씩 1시간 

간격을 두고 연구참여자들을 만나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 

시간은 연구참여자들의 집중력을 고려해 1인당 40분 이

하로 한정하였고, 부족한 정보는 전화나 SNS(카카오톡)

를 통해 보완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

게 연구 목적 이외에는 연구 관련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고, 불편하다면 연구 도중이라도 

연구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혀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실명은 모두 알파벳으

로 대신하였다.

자료 분석절차를 밟아가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현상 자

체가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 원래부터 존재해온 자명한 

것처럼 믿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유혜령, 2015) 우리 

자신을 개방적이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현상에 민감하게 

주차 내용 과제

9
실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세부내용: 영자신문 활용 영어학습방법, 자기주도학습 이론, 코칭 이론 교육 및 실제)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1)

10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과제(1) 수행을 위한 전체 토론

(30분 이내)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2)

11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과제(2) 수행을 위한 조별 토론

(시간은 조별 재량)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3)

12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과제(3) 수행을 위한 조별 토론

(시간은 조별 재량)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4)

13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과제(4) 수행을 위한 조별 토론

(시간은 조별 재량)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5)

14
셀프 코칭 활용 영어학습 과제(5) 수행을 위한 전체 토론

(30분 이내)
성찰 일지 작성

<표 3> 연구 진행의 절차

[그림 1] 셀프 코칭을 적용한 학습자 과제 예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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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판단중지(epoche) 및 현상

학적 환원, 즉 그동안 인식되어 온 내용을 괄호 치기

(bracketing)를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고유한 특

성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분석방법인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

해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표시 및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

으로 분류하는 범주화, 구성된 범주를 코딩 전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범주확인 및 수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Colaizzi(1978) 방법을 따랐

다.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갔다. 둘째,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句)와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다시 

진술했다. 넷째, 의미 있는 진술과 다시 진술한 것에서 

구성된 의미를 찾아냈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 모음, 범주로 조직하였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

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먼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2를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나온 자

료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밝혀진 연구결과에 대한 맥락적 확

인단계와 이와 관련한 연구에 경험이 많은 동료 교수 2인과 

상호 토의하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신빙성(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의존

성(dependability) 그리고 확증성(confirmability)을 적용

하여 신뢰성을 구축하였다(Lincoln & Guba, 1985, p.300).

4. 연구결과

셀프 코칭을 적용, 영자신문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고 나서 대학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사례 연구로 

분석한 결과, 총 92개의 원자료 중에서 개방코딩을 통한 

자료의 범주화를 통해 9개의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과 4개의 주제 모음(theme clusters), 그리고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4.1 정당성 확보: 영어학습의 이유 발견, 뚜렷해진 

영어학습 목표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

나는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실제 연구자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학습자가 영어학습의 이유를 발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짐을 관찰하게 된다. 예를 들

어,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한 경험

을 가진 학습자들은 영어를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

다. 그로 인해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며, 영어학

습의 필요성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효과적인 영어학습

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그동안 영어

를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영어를 왜 해야 

하는지, 영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진지

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내재적 동기 

없이 의무적으로 영어를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김하정, 원효헌, 2018), 이것이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저

해해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연구참여자의 진술

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 주제 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

영어학습의 이유 발견
정당성 확보

긍정적 반응

뚜렷해진 영어학습 목표

재동기화
긍정적인 태도 변화

이겨내려는 의지

태어나 처음 시도해 보는 질문들
신박한 경험

행복한 기억의 소환

미루고 싶은 유혹

자기 통제가 어려운 상태 부정적 반응포기하려는 마음

허술할 수 있는 여지

<표 4> Colaizzi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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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어릴 적 소원이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

로 만들자고 할 정도로 영어에 관심이나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셀프 코칭을 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영어가 꼭 필요한 

것이고,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소통에 어려움

이 생겨 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가 해온 방식

이 억지로 한 것인데 비해 셀프 코칭을 적용한 

방식은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하튼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게 된

다면 그 이유에 대한 답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연구참여자 L)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함으로써 영

어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코칭이 대학생의 목표 설정과 계획 수

립, 실행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조성진, 2015)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이

들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영어학습을 수행

했다고 고백했고,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막연한 목표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학습에서 목표 설정

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이 전개될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

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로써 도착점 행동(terminal 

behavior)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고, 학습자들의 학

습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최종근, 2008).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각각의 학습 단계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회를 거듭할수록 학습 목표가 구체

적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셀프 코칭이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항상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

거에 영어 공부를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수준을 가늠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은 항상 저에

게 목표가 뭐냐고 물었던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

서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셀프 코칭에 바탕을 둔 자기주

도학습을 하면서부터 영어학습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잡고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습관이 생겼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무엇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

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 점을 위주로 공부

하다 보니 언어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R)

4.2 긍정적인 태도 변화: 재동기화, 이겨내려는 의지

수강생들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영어교육에 있어 

동기 변화 양상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높은 영어학습 

동기를 가졌으며, 고등학생이 되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자, 2019). 즉, 고학

년으로 갈수록 영어학습 동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

도 역시 낮은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따라서 영어학습과 관련하여 대학생

들에게 필요한 것은 탈(脫) 동기(de-motivation)에서 벗어

나 다시 동기를 회복하는, 즉 재동기화(re-motivation)임

이 틀림없다. 그런데 셀프 코칭을 통해 대학생의 영어학습

에 대한 재동기화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이 이를 잘 반영

해 주고 있다.

“먼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영자신문의 분야를 선택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

서 공부를 하니 영어에 대한 지루함이 많이 사라졌

습니다. 평소 영어 시간에 제가 한다는 생각보다는 

선생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하니 피곤함마저 들곤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다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을 만나 흥미와 재미

가 생기도 있는 중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고, 셀프 코칭을 통해 

자신을 돕는다는 콘셉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영어학습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

을 지니게 해주어서 너무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

다.” (연구참여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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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셀프 코칭을 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영어학습에 대한 의지가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코칭이 대학생의 

참여 동기와 자기 주도학습의 의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최유선, 박소리, 손은

령, 2016)와 일맥상통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이러닝 학습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심층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습

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유지원, 송윤희, 2013). 

나아가 학습 의지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학습과제에 

대해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학습 자체에 완전매료되는 

몰입감이나 내재적 동기가 생긴다(박도영, 2005).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은 셀프 코칭

을 통해 학습 의지를 다지면서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다. 또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면서

도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다음의 진술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셀프 코칭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 저는 체계적

인 공부방법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전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먼저 계

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 가장 뿌듯하였습니다. 정확한 공부방법을 터득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의지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10분만 해도 바로 

책을 접는 일이 많아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의지박약

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셀프 코칭

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부터 1시간 이상도 

끄떡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제가 의지가 있다는 생각

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이든 잘 계획

하고, 그것을 학습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H)

4.3 신박한 경험: 태어나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질문

들, 행복한 기억의 소환

수강생들은 우리나라 교실 문화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

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수많은 학습자는 수업 중에 결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홍경선, 김동익, 2011). 교사(교수)

들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학생들도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대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조성진, 2020). 학습자들은 질문함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King, 1992), 능동적 

학습은 물론 학습에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는 측면

(홍경선, 김동익, 2011)에서 질문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중

심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수업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사고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학습자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자극한다(이광성, 1997; 조

성진, 2020).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여전

히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 운영이 

만연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과 

같은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연구참여자들 역시 ‘질문하지 

않는 교실’의 구성원이었다. 그들은 질문에 익숙하지 않

고 질문을 해 본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셀프 코칭에

서 요구하는 질문들에 관해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낯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셀프 코칭을 통해 자

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나가면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진술했고, 신기하면서도 참

신하다는 의미에서 최근 사용되는 단어 ‘신박한’ 느낌을 

지니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다음의 진술에서 그런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셀프 코칭을 적용하면서 인상 깊었

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사실 힘들거나 어려

웠던 점은 없었습니다. 워낙 재미있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셀프 코칭을 하면서 접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흔하

게 경험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어서 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

으로 수업할 때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나 자신에게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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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변을 해 가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코칭을 적용하는 영

어학습을 ‘신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연

구참여자 N)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

습을 통해서 재미나게 영어학습을 했던 행복한 어린 시절

을 회상하고 있었다. 우리말과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알파벳을 쓰고, 발음도 해 보며, 참신하면서 동시에 

부담 없이 즐겼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대학생 시절인 현재

에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앞에 닥친 현실은 

취업을 위해 공인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해야 한다

는 압박감,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는 부담감, 그리고 대학교에서 영어 관련 교과목이 교양 

필수 교과목이라서 의무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다. 그러나 이번에 겪은 셀프 코칭을 통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영어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주었으며,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다시 즐기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현재에 

소환하는 것은 지금 겪는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코칭에서 의미 있게 인식되는 관점

이자 기법이다(조성진, 2020). 그런데 셀프 코칭을 통한 

영어학습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셀프 코칭을 적용하여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면

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영어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고, 시험도 없는 세상이었습

니다. 그냥 말하고 게임 하며 즐기면서 영어 수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즐거움

은 오간 데 없이 그냥 어휘, 문법을 암기하면서 

성적 향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아쉽습니다. 그래

서 이번 활동이 저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고,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

했으며, 미래에 바라는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하니 

영어가 재미있어지려고 합니다.” (연구참여자 T)

4.4 자기 통제의 어려움: 미루고 싶은 유혹, 포기하려

는 마음, 허술할 수 있는 여지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칭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희, 이은경, 

오명화, 2017; 서은선, 박순희, 김윤주, 2018). 하지만 이

번 연구를 통해 셀프 코칭 자기 주도학습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걸림

돌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실험 활동이 쉽지 않은 이유로 자기 통제의 어려움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미루고 싶은 유혹’, ‘포기하려는 마

음’, ‘허술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지’와 같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였다.

먼저, 셀프 코칭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큰 걸림

돌은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학습해야 하기에 조그만 

틈이 생겨도 쉬고 싶고, 다른 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 순위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Fukuda, Sakata와 Pope(2017)가 셀프 코칭 

적용이 학업 지연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는 상치되는데, 이는 연구대상, 교수자 측면, 그리

고 학습 환경 등 여러 요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영어학습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포기하려는 유혹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것

은 셀프 코칭이 결국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 즉 학습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대다수 학습

자는 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는 선행연구 결과(유도형, 2015)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

으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야겠다

는 압박감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정확한 학습보

다는 일단 끝내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결국 부족하고 

허술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좀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도 있지만(Masters, Furman, & Barden, 1977), 본 연구참

여자들에 한정한다면 이런 현상은 현실적 성장률(realistic 

growth rate)보다 야심적 성장률(ambitious growth rate)을 

너무 높일 때 일어나는 일부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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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누구의 강요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보니 바쁠 때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미루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의지가 아니면 셀프 코칭을 적용한 

학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시켜서 시

작했지만, 실제로 제가 한다면 많이 미룰 것 같습니

다.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L)

“아무래도 다른 감독자 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강한 의지 없이 꾸준

하게 진행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여 문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생긴다면, 

스스로가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고, 포기할 것도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W)

“셀프 코칭을 하게 되면서 플래너에 계획을 세

우고 이것을 꼭 이뤄야겠다는 강박과 압박이 생겨

서 불안하였고, 오히려 정확한 학습이 아닌 끝내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고

자 하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얻는 것이 아닌 

일부는 부족하고 허술하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를 진단해 보니 목표를 너무 거창

하게 설정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적당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H)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써 셀프 코칭 기술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코칭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잘 살리기 위해 교수의 간섭 없이 

학습자 스스로 영어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영자신

문 기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가 셀프 코칭에서 

제시한 질문들을 자문해 가면서 자기 주도 영어학습을 

밟아가도록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의미 있는 진술 9개와 주제 모음 4개, 그리고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주요 연구 문제인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인 대학생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

도학습 경험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동안 영어학습을 왜 하는지

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하고 나서 영어학습의 이유와 영어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코칭이 영어 교과

목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다른 교과목

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생의 

자아 성찰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 이런 결과는 코칭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자아 성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박순희, 이은경, 오명화, 

2017; 서은선, 박순희, 김윤주, 2018; 조성진, 2015)와 일

맥상통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인 대학생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통해 영어학습 동기를 새롭게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연구참여자들은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높은 동기를 잊은 채 고학년이 될수록 시험

과 틀에 박힌 수업으로 인해 영어학습의 동기를 잃어버렸

지만,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예전에 

가졌던 영어학습 동기로 복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과정에서 셀프 코칭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코칭이 대학생의 참여 

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의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최유선, 박소리, 손은

령, 2016)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인 대학생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통해 질문의 소중함을 체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실을 포함한 우리나라 

학습현장의 문제점 중 하나인 질문이 없는 수업에서 벗어

나, 셀프 코칭을 통해 자문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신들이 태어나 처

음 시도해 보고 체득한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예전에 영어학습을 재미나게 했던 행복한 어

린 시절, 그 설렘의 감정을 회상하며 영어학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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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셀프 코칭은 문제 해결 

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내면과의 대화 기법이며, 스스

로 동기를 끌어내는 기술(Fukuda, Sakata, & Pope, 2017)

로써,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방법이라는 것(조성진, 2020)이 확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인 대학생들은 셀프 코칭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통해 셀프 코칭이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할 걸림돌이 있다는 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통제의 어려움

으로 인해 순간순간 영어학습을 미루고 싶고, 아예 포기하

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과제의 완성에만 급급해 허술하

게 학습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

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정책)적 차원

에서 셀프 코칭이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들어 교육혁신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학 내 많은 연구와 과제들이 대학생들의 자기

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일상화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들에 대한 교수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

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 현재 시점에

서, 필요할 때마다 교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코칭을 이용해 학습을 독립적으로 주도

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나아가 

셀프 코칭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은 최근 들어 불거진 ‘코

로나 19’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이런 것들

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셀프 코칭을 자기 주도 

영어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와 기존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선

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수학습법 차원에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은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교

실문화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의 교실에서는 소수의 상위권 학습자들

만이 질문한다는 문화가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주어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셀프 코칭에서 제시하는 질문들에 대해 

끊임없이 대답하면서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고 있었으며, 

질문하는 것이 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식하고 있

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왜 질문을 안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앞서 교실 분위기를 편하게 질문하

도록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야 할 것이다. 김성희(2013)도 강의실에서 침묵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선이해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질문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은 아닌지 교수자로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에 교수자들은 본 연구에서 소개한 셀프 

코칭의 질문들을 교과목에 상관없이 교실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다수의 학습자가 입을 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정규수업(교양영어)에 적용하려

면 교수자가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찾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수자의 코칭에 관한 

사전 이해 필요, 셀프 코칭 시간의 적절한 배분,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 강조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존 교수법 재설계 및 교수설계안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영어 수능등급이 다소 높았던 참여자들 

외에 중하위 등급의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셀프 코칭의 의미에 대한 추가 안내와 교수자

의 명확한 피드백, 수업 시간의 조정, 질문 개수의 하향 

조정, 영어학습법에 관한 사전 학습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코칭(학) 차원에서 셀프 코칭이 학습자들

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찾았다는 점은 코칭 연구의 외연 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도입된 코칭은 기

업 현장 및 각종 조직을 포함한 학교 현장에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코칭이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코

칭이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들 또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조성진, 정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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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지만, 셀프 코칭이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셀프 코칭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은 

코칭의 교육적 효과의 확대와 코칭 방법의 확산 등의 차원

에서 기존의 코칭(학) 연구의 진일보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정상원과 김영천(2014)은 현상학적 글쓰기가 단순한 지

식의 전달이 되어선 안 되며, 현상에 관한 기술을 통해 

독자를 흔들어야 하고, 독자의 끄덕임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정도의 글쓰기가 되었느냐에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글쓰기가 좀 더 다듬어

지고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측정 시점에서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변화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최대한 연구자들의 자연적 

태도를 판단중지하면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지만,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부지불식간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조금이

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변화 결과를 수치

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수자(코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학습

자(코칭 고객)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적으로 선정했다. 

물론 셀프 코칭을 적용한 연구라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할 때, 교수자가 특정 

주제를 지정하고 해당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영어 자기주도학습능력 향

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셀프 코칭을 적용하고, 그 효과

를 질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과 여러 관점에

서 차별화되었고, 대학생 영어학습 교육방법의 한 가지 

사례를 추가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

각한다. 향후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코칭을 접목하고 학습

자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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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self-question lists

will

⋅What do I want to achieve?

⋅Do I really want to achieve it?

⋅Is it possible to achieve?

⋅Why is it so important that I achieve this?

⋅What does it mean for me to achieve this?

⋅What would it mean for people around me? What would they say?

⋅What value would it have for society?

Image

⋅What day and time is it?

⋅Where am I?

⋅What am I doing?

⋅What do I see in my background?

⋅How do I feel inside?

⋅What are my relationships like?

⋅What strengths do I have? And how am I using them?

Source

⋅What strengths have I used in the past?

⋅When and how have I used my strengths in the past?

⋅When did I feel the most successful in the past?

⋅What are three reasons I was successful?

⋅Can I use that strength now? How?

⋅When was I most energetic in the past?

⋅Where did this energy come from?

Drive

⋅What situation will I be in to say I have achieved my goal?

⋅Where am I now and how far do I have to go?

⋅What will help me in positive ways to achieve my goal?

⋅What will influence me in negative ways to achieve my goal?

⋅What are five paths in which I can achieve my goals?

⋅What kind of obstacles do I foresee in the future?

⋅What can I do to increase my motivation?

Operation

⋅When, what, and how will I study?

⋅How serious am I about this?

⋅What percentage do I think I will achieve my goal?

⋅To increase this percentage, what can I do?

⋅After breaking down the time I allotted to reach my goals into four steps, how can I increase my motivation in each step?

⋅What can I do to shorten the time to reach my goals?

Maintenance
⋅What are some negative phrases do I often use?

⋅How can I change them into positive phrases?

<부록 1> Homma & Matsuse(2006)가 개발한 셀프 코칭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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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glish learning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using Colaizzi's method,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ing self-coaching technology as a tool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and 9 significant statements, 4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were 

deriv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clearly set the reasons and goals for learning English.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time to return to the positive motivation they experienced in the past and strengthened 

their will to overcome difficulties caused by self-coaching. Third, it was reported that they had a valuable experience of 

asking the question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nd they recollected the feelings of when they happily learned English, 

thereby gaining new vitality for learning English. Finally, it also showed that they experienced risk factors such as a desire 

to procrastinate, a desire to give up, and a rush to complete a task due to difficulty in self-control, which could lead to 

poor learning.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self-coaching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learning English, the importance 

of questions, necessary factors when expanding to regular classes, and the expansion of coaching research.

Key Words: EFL college students, learning English with English newspapers, self-directed learning, self-coaching, 

phenomenological cas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