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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영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

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역량이 교실 수준에서 배양

될 수 있도록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어연극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된 이래로 영어연극을 정규 수업에서 활용 한 후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영어연극 수업을 할 때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가 다른지 여부를 검

증한 연구도 미흡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

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점 기준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수업참여

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점 기준표’는 8명으로 구성

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개발되었고, ‘발표 내용’,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수업참여

도 척도’는 ‘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

성되었으며 구인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대상은 A광역시의 B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 80명(3개

학급)을 대상으로 사전 역할극 평가를 실시하고 영어연극 수업을 16차시

한 후 사후 역할극 평가를 하여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였다. 아울

러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수업참여도’는 영어연극 수업이 끝난

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 역할극 평가와 수업참여도 설문 조사가

끝난 후 각 집단별로 5명씩 총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에 걸쳐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후 평가 총점이 사전 평가 총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종속표집 t=-15.70, p<.001). 또한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

점 기준표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사후 평가 점수가 사전 평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한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 본 결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

그룹별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그룹원 배려’ 영역에서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소그룹이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한 소그룹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045, p<.05).

넷째, 각 소그룹별로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도가 높거나 낮은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된 면담을 실시한 결과 무작위 구성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학급에는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선호

하는 학생이 많았다. 반면,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한 학급에는

이 구성방식도 좋지만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하면 더 나은 수업이

될 거라 기대하는 학생이 많았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이 영어 의사소통역

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

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수업참여도에서 친밀감 기반 자

율 구성한 반이 그룹원들의 배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연극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되,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소그룹 구성방식에 대한 추후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영어연극 수업, 소그룹 구성방식,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업참여도

학 번 : 2017-2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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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협동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선

진국들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

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섯 가지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

시하며,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에 ‘자유학기제 확산’을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의 요소에서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이근호 외(2012)는 각국이 처한 상황과 각 나라에서 지향하는 교육

적 이상에 맞게 핵심역량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 결과로 파악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백남진 외(2016)는 OECD 주요 국가에서 선

정한 핵심역량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나라마다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

따라 여러 영역이 제안되고 있지만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

든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공통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영국의 ‘의사

소통’, 캐나다의 ‘의사소통 관련 역량’, 핀란드의 ‘복합 문해력’과 같은 역

량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역

량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선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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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한 깊이 있

는 인간관계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역량이 핵심역량을 강조한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대상 국가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

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는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치열한 국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2016)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량이 교실 수준에서 배양될 수 있도록 교

실 수준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

하고 있다. 특히,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

업으로 영어연극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은 학습자들이 꼭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나라 영어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갖추어

전 세계인과 소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를 소개

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의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

어 사용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실 수업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단편적인 암기 유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

할 법한 표현을 실제 의사소통 환경과 비슷한 맥락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대화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영어연극 활동이다. 이러

한 영어연극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교육적 효용성이 있다.

연극 활동은 학생에게 상당히 많은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Wessels(1987)는 연극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목표언어로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 스스로가 대본을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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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Via(1976) 역시 연극 활동이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말할 거리를 주는

활동으로써 단순히 영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도

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해야만 한다. 연극 활동에서 우리는

의사소통 교수법의 목표인 의사소통과 의미에 초점을 두고, 토론하고 계

획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목표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영어연극 활동이 교실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실제로 영어 의사

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

구에서 개발·활용된 영어 의사소통역량 측정 도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백순근(2016)은 역량 측정 도구는 학생의 현재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참여형 수업 등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역량

을 측정·평가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한

다. 따라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채점기준표를 심

도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어연극은 교실에서 활동을 할 경우 여러 학생에게 대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소그룹 활동은 학

습자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협상하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은 협

동・협력 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이수진 외,

2017; 박재용 외, 2012; 주영주 외, 2011, 이지연, 2008; 김영봉, 2007; 김

인숙, 2003). 이처럼 소그룹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여러 장점이

있는데 과연 소그룹 구성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국내외 소그룹 구성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보

면 성별, 인지수준, 성격유형,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질적 동질적 구성을

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강인애 외, 20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한 구성요인의 이질적, 동질적 구

성에 집중한 연구라 다양한 구성요인을 한 번에 연구한 경우가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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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효과적인 영어연극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소그룹 구성

방식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소그룹 구성 방식(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검증 과정은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활동이 영어 의사

소통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활동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하여,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영어연극 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다양한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

참여도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가장 효과적인 그룹

구성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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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구성방식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2.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3.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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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영어연극

가. 영어연극의 개념 및 효과

진정한 의미의 교육 연극은 1904년 ‘피터팬’ 공연 이후 영국에서 교육

적 목적을 가지고 연극적 요소를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극이 시작

되면서 출발하였다(구민정, 권재원, 2008). 교육 연극은 연극을 교육의 매

체이자 수단으로 삼는, “교육을 위한 연극”을 뜻한다(민병욱, 2000). 교육

연극은 연극적 기법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보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자는 교육 대상자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맡는다(박은희, 2000). 교육 연극은 연극적

기법들을 활용해 교과 교육을 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각 교과

교육 영역에서 연극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끄집어내도록 한 통합교과 교육학이다(민병욱, 심상교 외, 2000). 교육 연

극을 영어 교육에 적용하여 영어연극을 했을 때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연극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Wessels(1987)는 연극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목표언어로 의견

을 교환하고 학생 스스로가 대본을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

고 연습을 하면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 연극게임이나 대본 읽기 등과 같은 단계에서는 암기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소통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연극을 공연하면

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데 익숙하게 된다고 말한다.

Via(1976) 역시 연극 활동이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말할 거리를 주는

활동으로써 단순히 영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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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해야만 한다. 연극 활동에서 우리는

의사소통 교수법의 목표인 의사소통과 의미에 초점을 두고, 토론하고 계

획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목표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처럼 연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환경에서의 통제되어진 영어학

습에서 벗어나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원어민을 만나거

나 영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동기유발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일에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그 언어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된다. Gardner& Lambert(1972)는 외

국어를 학습하려는 동기를 도구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를

습득하려는 동기인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학습자가 자

기 자신을 그 언어의 문화권으로 통합시켜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

는 동기인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로 구분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들 동기들 가운데, Lambert(1972)와 Spolsky(1969)의 연구에

서 통합적 동기가 높으면 외국어의 어학 능력 시험에서 고득점을 보여준

것을 볼 때, 통합적 동기가 언어학습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

이라 할 수 있다.

Stern(1980)은 연극 활동이야 말로 언어교육에서 강한 통합적 동기유

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문화 간의 근

접성이 촉진됨으로 인해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해당 언어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성취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Maley& Duff(1978)는 연극 활동은 그것을 하는 자체가 동기유발이라

고 말한다. 연극 활동의 즐거움은 상상력을 동원한 개인적인 참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자체가 바로 매우 강력한 동기유발을 일으

키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극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속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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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자신의 성격을 연극 속에 드러냄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즐기고 싶어 한다고 한다.

Via(1972)는 연극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연극공연을 준비하면서 학생

들은 그동안 자신이 없었던 영어로 연기하는 것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무사히 공연을 마쳤을 때는 커다란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감은 동기유발이 되어 영어에 흥미와 취미를 갖게

해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게 한다는

데에 연극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 말하고 있다.

연극을 통한 동기부여 외에, 또 다른 효과로는 연극에서 올바른 대사

전달을 위해 연극 연습에서 상당시간을 발음연습에 할애하게 된다는 것

이다. Wessels(1987)는 연극 활동의 발음 연습 단계(vocal warm-ups)에

서는 편안한 자세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법을 연습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연습을 한 후 전체 낭독(choral reading)등을 통해 발음을 교정하고

녹음한 자신의 발음을 들으면서 모니터를 하면 영어 발음과 억양을 개선

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Maley& Duff(1978)에 따르면 억양은 대사 전후 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감정을 실어 표현하는 것이므로 연극 활동에서 학생들

은 드라마 속 인물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감정에 따라 억양을 달리

하여 적절히 표현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실제 의사소통을 할 때 말에 의한 의사소통 못지않게 비언어적 요소를

통한 의사소통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Holden(1981)은 의사소통에 있

어서의 비언어적 요소는 단어의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고 한다. 의사소통

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손짓, 얼굴 표정과 움직임인데 이 요소들은 다른

문화와 사회의 구성원이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기에 좀

더 의사소통을 쉽게 하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연기가 대사 외에도 얼

굴 표정, 몸짓, 그리고 비언어적인 소리 등을 수반한다는 점을 볼 때, 연

극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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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sels(1987)도 역시 연극 속에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의사전달이란 단순히 대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

니고, 주저, 망설임, 그리고 침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체적 언어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비언어적 요소의 습득이 언어습득 자체를 유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Asher(1969)는 어린이가 성인들 보다 언어를 빨리 배우는 이유는

동작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비언어적 요소가

수반된 언어교육이 그렇지 않은 언어 교육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이해 속

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극 활동은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비언어적 요소의 습득의 유용한 도구이며, 나아가 이들 비언어적 요소의

습득을 통해 언어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Imhoof(1973)는 연극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적 통찰

력을 준다고 한다. 연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자연스럽

게 그 언어 문화권에 대한 친밀감을 증가시켜 그 문화와 관련된 하위문

화(subcultural activities)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대부분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지므로 연극 활동을 통해 해당 언어 문화

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Lawrence(1989)도 그의 논문에서 연극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Lawrence는 아이들이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관찰, 모방, 인식을 통해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연극 역시 같은 방법

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당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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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연극 효과의 선행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중 영어연극은 학생 참여형 수업

의 대표적인 수업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영어연극은

역할을 맡아 대사를 말하는 활동이기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

어 내기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교실 현장에

서 소그룹으로 영어 연극을 수업 활동에 적용했을 때 학습자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다. 소그룹으로 구

성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그룹 안에서 그룹원들과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김민정 외(2016)은 창의성 기법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극이 초등 학습

자의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교육 연극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영어 말하기, 듣기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교실 수업에 다양한 창의기법과 교육연극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자 중심의 연극 수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

다.

정윤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연극의 효과에 관

해 실험을 한 결과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자신감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흥미가 상승하

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많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영어 연극이 전통적인 학습 형태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수업 방식으로 생각되어짐을 알 수 있다.

임숙현 외(2013)에서는 영어 학원에서 중학교 학습자들 32명을 실험했

고 그 결과는 영어 연극 수업이 통제 학생들보다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에 향상을 보였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

음을 밝혔다.

오영숙(2007)은 방과 후 교육으로서의 영어연극 수업을 통한 영어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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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영어

연극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주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영어연극을

연습하는 동안에 발음 및 억양의 향상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고, 어휘와

문장구조가 적절한 상황에서 제시되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준다고 하

였다.

연광호(2003)의 연구에서는 영어연극을 통한 영어수업이 중학교 영어

학습부진아들에게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할 목적을 두었

다. 이에 학습부진아 이론을 바탕으로 영어연극을 통한 영어학습부진아

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이론을 조사하여 실제 영어연극수업

에 적용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영어

연극을 통하여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되었고 발음

이 좋아졌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소극적이던 태도가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바뀌었으며, 친구

간에 협동심과 이해심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양은정(2017)은 교육 과정 상의 연극 수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학

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그리고 지식정보처리 역량

을 증진시키고자 수업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영어

수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청소년문학작품 5편에 대한 분석과 해당

문학작품을 적용한 연극 수업을 통해 드라마 수업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모형은 학생들

의 흥미와 공감 촉진에 적합한 청소년문학작품 읽기를 하면서 읽기 유창

성을 기르고, 드라마 활동을 통하여 깊이 있는 텍스트 이해를 하면서 영

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 표현 활동 중심의 영

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언으로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사 자율성

이 중시되는 교육과정 편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드라마

와 문학을 활용한 교수·학습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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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연구결과

김민정 외

(2016)
초등학생

교육 연극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영어 말하

기, 듣기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정윤미 외

(2014)
초등학생

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듣기·말하기 능력이 향상되

고 자신감과 흥미가 상승함

양은정

(2017)
중학생

영어연극 활동을 통해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이 향

상되고 학습자의 표현 활동이 증진됨

임숙현 외

(2013)
중학생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이 향상되고 영어 학습에 대

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뀜

오영숙

(2007)
중학생

영어연극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주고

동기를 부여함

연광호

(2003)
중학생

영어학습부진아들에게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를 유발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

<표 Ⅱ-1> 영어연극의 효과 선행 분석

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영어연극의 소그룹 활동 효

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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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그룹 구성방식

가. 소그룹의 개념 및 특성

소그룹 활동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업활동을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라고 정

의한다. 여기서는 소집단, 모둠, 조별, 팀을 소그룹과 같은 의미로 본다.

협동 학습을 위한 소그룹의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많

은 학자들은 4인 1조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Jonson, Jonson &

Holubec, 2001; Kagan, 1994; Michaelson, Knight & Fink, 2002).

Michaelson 외(2002)는 4인 1조 소집단이 빨리 조직될 수 있고 적당한

응집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ohnson 외(2001)는 소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성원들 간의 직

접 대면 상호작용과 친밀감이 증가하여 집단의 성공에 기여하는 개별적

인 책임감이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즉, 소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무임승

차하거나 자신의 몫을 소홀히 하기 어려워지고, 모든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Kagan(1994) 역시 4인 1조 소집단은 2명씩 짝 활동이 가능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소집단의 크기가 4인 보다 작은 경우, 예컨대 3인 1조인 경우

보다 4인 1조인 경우 구성원들의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다양할 가능성

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신과 다소 다른 발달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였다.

Brown(2001)은 소집단 활동이란 협동과 자기 주도적 언어사용의 요소

를 포함하는 과업 수행을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모

든 활동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라고 정의한다. 즉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

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를 모두 소그룹 활동으로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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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집단 활동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소집

단 활동은 언어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학급 전체가 “집단 발화자” 역할

을 하는 인위적 상황에서는 교사가 언어 사용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 주도의 기회, 면대면 상호 교류 기회, 의미 협상

연습 기회, 늘어난 대화 활동 기회를 비롯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집

단 활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역할을 맡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소집단 활동은 정의적 안정감을 준다. 즉, 학습자가 전체 앞에서

발표할 때처럼 긴장하지 않고, 비난이나 거부라고 느껴 상처받지 않을

만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다. 셋째,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준다. 넷째, 소집단 활동은 개별 학습에 근

접한 것이다.

Brumfit(1984)는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은 단체수업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집단

학습의 장을 설명한다. 첫째, 소집단 학습은 학생들이 활동에 더 깊이 참

여하게 하여 언어 연습의 질적인 면과 피드백 기회를 증가시킨다. 둘째,

소집단 학습은 자연스러운 상황,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제공한다. 셋째,

소집단 학습은 각 소집단의 개별성을 인정한다. 넷째 소집단 학습은 경

쟁이 아닌 협동심을 고취시켜, 불안을 감소시키고, 문제해결을 돕는다.

즉, 소집단 학습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언어

연습의 기회를 증가 시킨다.

Long과 Porter(1985)는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학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심리언어학적인 면에서도 소집단 학습이 유용하다는 근거를 다음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연습의 양적인 면에서 소집단 학습에서는 학생

들이 보통의 일제 수업보다 훨씬 많은 개인적 연습의 기회를 가진다. 둘

째, 연습의 범위 면에서 학생 개개인이 연습하는 언어기능의 범위는 소

집단 학습이 보통수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셋째, 정확성 면에서 학

생에 의한 오류수정의 빈도수는 소집단 학습의 경우가 보통수업보다 훨

씬 더 높았으며, 소집단 학습에서 학생들이 어휘상의 오류를 수정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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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쉽다. 넷째, 의미의 협상 면에서 소집단의 학생들은 교사 주도인 일

제 수업보다 의미를 주고받는 데 더 참여적이다. 그리고 서로 능력이 다

른 학습자들끼리 더 많은 의미의 교환을 한다. 다섯째, 과제 면에서는 서

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지 않은 정보를 교환하는 양방향의

과제가 일방적인 과제보다 더 많은 의미 교환을 필요로 하고 의사소통에

더 효율적임이 증명되었다.

나. 소그룹 구성방식 관련 선행연구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그룹 활동은 학업활동에 적절히 활용하

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그룹 활동과 관련

한 연구는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만 영어연극 수업에서

소그룹 구성방식을 달리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어, 다양한 수업

활동에서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관한 내용을 주축으로 이절을 정리하였

다.

강인애 외(2010)의 연구에서는 소그룹 협력학습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분석했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집단 구성을 위한 요인으로서 성별

(김선자 외, 2007; 최만희, 2004; Guzzetti & Williams, 1996), 인지수준

(김민환, 성백, 2005; 이주연, 김희백, 2002; Carter & Jones, 1994;

Slavin, 1995; Kenny, et al., 1995), 지적능력(박성익, 이희연, 최성희,

2002; 이종연 외, 2009), 학습유형 및 성격유형(오윤숙, 박성선, 2008; 우

서혜 외, 2009; 이용운, 2004; 조일주, 정재엽, 2007), 유화성 수준(한재영,

정은희, 노태희, 2005), 친한 정도(Berndt, et al., 1988) 등의 다양한 요인

들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소그룹을 구성하는 방식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학습능력의 이질적 구성이다. Shepher와

Regan(1981)은 이질집단 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모

든 측면의 발달 및 성취에 기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

며, 수업 모형과 교사-학생간의 참여 대안이 보다 많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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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an(1995)은 이질집단에서 학습자끼리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므로 학습자 간의 이성관계를 개선시켜 줄 수 있으며, 각

집단의 상위수준의 학습자가 교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질적 구성이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반면 소그룹 학습에 대한 연구들

중 일부는 소집단 내의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성과를 공유하는 무임승차효과

(free rider effect)나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자기의 노력이 다른 학

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봉효

과(sucker effect)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박수경, 2006;

Chang & Lederman, 1994; Dembo & McAuliffe).

소그룹 구성방식 중 교우관계 또는 교우 간 친밀도를 고려한 방식도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금까지 연구된 선행연구로부터 친밀도

의 효과에 관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 제한이 있지만 교우 간 친

밀도가 소그룹 협동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Zajac

와 Hartup(1997)은 교우 관계 및 ‘우정’에 관련된 문헌 고창을 통해 친밀

도가 높은 학습자들, 즉 ‘친구’들 간의 협동이 문제 해결, 창의적 활동,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 등과 같은 인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변영계와 김강휘(1999)는 학교 사회에서 교우

관계, 즉 친밀도는 학생들의 인지 과정 및 인격 형성 그리고 언어 발달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친밀한 교우관계에 있는

학습자들로 소집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그룹 구성방식에서 무작위 구성방식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취도 기

반 이질적 구성방식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적은 방식이다. 표집을 선발할 때 단순무선표집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방

법은 복권 당첨번호를 고르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기회의 조건

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백순근, 2004). 동일한 기회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영어연극 수업을 했을 때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신의 의지로 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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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소그룹 구성방식

김선자 외(2007), 최만희(2004),

Guzzetti & Williams(1996)
성별로 이질적, 동질적 구성

김민환, 성백(2005), 이주연, 김희백(2002),

박성익 외(2002), 이종연 외(2009)

인지수준 및 지적능력으로 이질적,

동질적 구성

우서혜 외(2009), 오윤숙 외(2008),

이용운(2004), 조일주 외(2007), 한재영

외(2005)

학습양식, 성격유형(MBTI), 유화성

수준으로 이질적, 동질적 구성

Berndt, et al.(1988),
친한 정도로 친구-친구, 비친구-비

친구 구성

룹을 형성한 친밀감 기반 이질적 구성과 영어 성적을 기반으로 이질적으

로 구성한 소그룹에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hauvet와 Batchford(1993)는 초등학생들을 무작위, 학업성취도에 따

른 동질집단, 친밀도가 높은 집단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 집단의 과

제 수행행동, 과제수행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의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친밀도 집단이 과제 수행 및 참여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

었고, 무작위 집단이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정리된 선행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그룹 협동학습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소그룹의

구성방식인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의 세 가지 구성방식을 한 번에 실험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를

통해 어느 소그룹 구성방식이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효과

적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2> 소그룹 구성방식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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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의사소통역량

가.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개념

역량(力量, competency)이란 1973년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의 심리학자인 David McClelland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

인 능력(能力, ability)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면, 역량

은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뛰어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사람의 차별화된 행동특성 및 태도를 의미한다(이홍민 외, 2009; 황은희,

백순근, 2008; Dubois, 1998; Jacobs, 1989; McClelland, 1973).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사회의 비정형성,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창의성, 융합능력, 문제해결력 등

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200년대 초반 OECD의 'DeSeCo 프로젝트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DeSeCo)'를 통해 핵심역량

이 제안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개혁을 위해 역

량중심 교육과정을 화두로 삼고 있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을

지식을 아는 상태에 그치게 하고, 이를 실제 적용,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지 못했다고 보고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

다는 움직임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 곳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길혜지 외, 2017).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하는 인간상을 ‘창의

융합형 인재’로 제시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사소통역량

은 다수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필수 역량이다(Jin et al., 2011;

Rhee & Choi, 2008; Yu et al., 2011). 의사소통역량은 경청하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Yu et al., 2002)으로 정

의되기도 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 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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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해석하는 능력(Hillage et al.., 2000), 또는 삶을 구성하는 기반으

로써 학교나 직장 및 일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술

(skill)로 정의되기도 한다(McKay, Davis, & Fanning, 1995). 또한 Lee

외(2003)는 의사소통역량을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

와 청자의 인지적 과정에 개입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2016)에서는 의사소통역량에 대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

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다루고 있다.

영어과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역량을 교과 특성에 맞추어

영어 의사소통역량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영어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

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

라는 변화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되었다. 영어 의사소통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표현한

다(교육부, 2016).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영어 의사소통역량은 교

육부에서 밝힌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

는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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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구성요소 및 특성

교육부(2016)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능력과 영어 표현능력을 포함한다. 영어

의사소통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 역량의 특성에서 학습자가

쓰는 언어만 영어로 달라지는 것이기에 이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

량과 의사소통역량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역량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의사소통역량을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경청, 솔직한 의견 개진과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

하는 자기 드러내기,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수용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의미를 지닌 상호적 관계를 구분하였다(강영혜 외, 2014). 최근

의 학생역량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며,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1개 소영역과 공감과 소통이라

는 2개 하위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와 몸짓, 텍스트(글)

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다루고 있으나, 공감과 소통역량을 측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2017)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길혜지

외, 2017).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쓰

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

이 의사소통역량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한혜정 외, 2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기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하위구인을 말하

기, 듣기, 쓰기, 읽기로 구성하였다(이광우 외, 2008). 하지만 후속연구에

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 제시된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

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역량을 지식(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맥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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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평가, 의사소통에서 의미 생산과 표현, 의사

소통의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

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로 재구성하였다(이정우 외,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의사소통역량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인 관계형성역량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인관계역량을 개인 또

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

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으로 정의하

고 있다(장근영 외, 2016).

백순근 외(2017)에서는 의사소통역량의 하위영역을 발신력(말하기, 글

쓰기, 표정·몸짓, 시청각 자료, 상징·기호), 내용 구성력(간결성,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분위기 조성), 수신력(경청, 적절한 반응, 내용 이해력,

상황 파악력, 비교·분석)으로 구성하였다.

한규만(2006)에서는 바람직한 자기표현을 위한 온전한 의사소통은 언

어요소(verbal elements), 준언어요소(paralingual elements), 비언어요소

(non-verbal elements)가 있다. 이 셋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온

전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언어적인 지식과 함께 강세와 음조, 어조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각종 gesture 등에 대한 기본지식과 체험을 갖추

고 있을 때 보다 완전한 의사소통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역량의 구성요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

정·보완하여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맞게 측정 도구를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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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의사소통역량의 구성요인

백순근 외

(2017)

발신력(말하기, 글쓰기, 표정·몸짓, 시청각 자료, 상징·기호), 내용

구성력(간결성,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분위기 조성), 수신력(경

청, 적절한 반응, 내용 이해력, 상황 파악력, 비교·분석)

길혜지 외

(2017)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1개 소영역, 공감과 소통이라는 2개 하위

지표

이정우 외

(2016)

지식(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맥락), 기능(의사소통에서 의미 수

용과 평가, 의사소통에서 의미 생산과 표현,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

장근영 외

(2016)

의사소통역량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역량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

한혜정 외

(2015)

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강영혜 외

(2014)
경청, 자기 드러내기, 상호적 관계

이광우 외

(2008)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규만

(2006)

언어요소(verbal elements), 준언어요소(paraligual elements), 비

언어요소(non-verbal elemnents)

<표 Ⅱ-3>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구성 요인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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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참여도

소그룹 수업참여도는 교과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신이 속한 그룹 안에

서 이루어지는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

동적인 양상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그룹 수업참여도라는 개념을 따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기에 수업참여도라는 넓은 개념으로 구성 요인을 살

펴보고자 한다.

차민정 외(2010)는 수업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업 준비

하기’, ‘수업 활동하기’, ‘의사 표현하기’, ‘수업 확장하기’, ‘수업 열정’의 다

섯 가지 하위 요인을 제시하였다. ‘수업 준비하기’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예습을 하는 정도를 말하며, ‘수업 활

동하기’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정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도를 말한다. ‘의사 표현하기’는 수업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

하거나 토론 활동 및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수업

확장하기’는 수업 시간이 끝난 후 수업 내용에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거

나 수업 내용에 대해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열정’은 수업에 열중하려고 노력하며 수업 내용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최정희(2004)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의 구성 요소로 ‘수업의 기피 및

방해 수준’, ‘적극적 참여 및 친구간의 협력 학습 수준’, ‘학습공동체 의식

경험’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수업의 기피 및 방해 수준’은 수업

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수업 맥락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떠드는

행동 등이 포함되며, ‘적극적 참여 및 친구간의 협력 학습 수준’은 숙제

를 충실히 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학습공동체 의식의 경험’은 수업에

대해 학생이 내재적 만족을 느끼고 수업에 집중하며, 수업을 통해 자신

감을 갖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Connell과 Wellborn(1991)은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소로 ‘행동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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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참여’, ‘인지적 참여’의 세 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 ‘행동적

참여’는 학생이 학습을 위해 소비한 시간과 집중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정

도, 과제 지속 시간 등을 의미하며, ‘정의적 참여’는 수업 활동 동안에 학

생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즉 열의, 흥미, 호기심 등을 의미한다. ‘인지

적 참여’는 학생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의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John과 Tracy(2001)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점표

(rubric)를 제시하며, 채점표의 항목으로 ‘의사소통의 수준’, ‘자료의 공유

정도’, ‘학습에 대한 개방성’, ‘의견 수용의 태도’, ‘논리적 비판의 제공과

수용’, ‘준비물 준비’, ‘학문적 준비’, ‘수업 태도’를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의 수준’은 수업에서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동료 학

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료의 공유’는 수업과 관련

한 자료를 교사와 동료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에 대

한 개방성’은 수업에서 궁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숙제를 성실

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견 수용의 태도’는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주

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인 비판의 제공과 수용’은 다른 학생

들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학생

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준비물 준비’는 수업을 위해 물

질적인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을, ‘학문적 준비’는 수업을 위해 제공된 수

업 자료를 읽고 이해한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태도’는 토론

등의 활동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교사의 지시를 주

의 깊게 따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Marks(2000)는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단일 요인으로 보고, ‘학생의 노력’, ‘주의집중 정도’, ‘지루

함을 느끼지 않은 정도’, ‘과제해결 정도’를 묻는 5점 척도의 문항을 제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4>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소그룹 수

업참여도에 맞게 측정 도구를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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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인

차민정 외(2010)
수업 준비하기, 수업 활동하기, 의사 표현하기, 수업 확장하

기, 수업 열정

최정희(2004)
수업의 기피 및 방해 수준, 적극적 참여 및 친구간의 협력

학습 수준, 학습공동체 의식 경험

Connell과

Wellborn(1991)

행동적 참여(학습을 위해 소비한 시간과 집중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정도, 과제 지속 시간), 정의적 참여(수업 활동 동안

에 학생이 열의, 흥미, 호기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

는 정도, 인지적 참여(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의 이

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

John과

Tracy(2001)

의사소통, 자료의 공유, 학습에 대한 개방성, 의견 수용, 논

리적 비판의 제공과 수용, 준비물 준비, 학문적 준비, 수업

태도

Marks(2000)
학생의 노력, 주의집중 정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은 정도,

과제해결 정도

<표 Ⅱ-4> 수업참여도에 대한 구성 요인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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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의 관계

가.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수업참여도의 관계

수업참여도는 교과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신이 속한 그룹 안에서 이루

어지는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양상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그룹 수업참여도라는 개념을 따로 사용하

는 일이 드물기에 수업참여도라는 넓은 개념으로 구성 요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소그룹 구성방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어 과목 외에 다양

한 과목에서 소그룹 구성방식을 달리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 있다. 그

러나 영어연극 활동을 하면서 소그룹 구성방식에 관심을 둔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수업참여도의 하위 영역은 ‘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의 세 가지 영역이다.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수업참여도 차이 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 연극이 아닌 영어 교수 활동과 다른 교과로 연

구 된 소그룹 구성방식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주영주 외(2011)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의

유무와 학습자의 영어 쓰기 능력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방식에 의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소집단 구성은 학

습자의 사전 영어쓰기 능력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습자가 모인 동

질집단과 상이한 수준의 학습자가 모인 이질집단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

과, 동질집단은 이질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증진되었다. 이는 동질

집단의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동료 학습자와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성공 경험에 대한 주인 의식을 형성하였고, 학습의 주도권이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신희숙 외(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학생들의 교우 간 친밀

도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여 동료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그룹

구성 방식은 높은 친밀도 그룹, 낮은 친밀도 그룹, 무작위 그룹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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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연구 결과는 세 그룹 모두 태도에는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료 상호작용면에서는 높은 친밀도 그룹이 협조적

인 상호작용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무작위 그룹, 마지막으로 낮은 친

밀도 그룹이었다.

이윤미 외(2003)에서는 성별에 따라 소집단 구성 방법을 달리한 두 가

지 협동학습의 교수방법이 과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학습태도의 하위영역인 과학교과에 대한 인식의 성차에서 수업처치의 주

효과 그리고 수업처치와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전체 학생에서 동성끼리 소집단을

구성한 협동학습 집단의 점수가 이성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은지 외(2011)에서는 소집단내 발화 유형 및 빈도 분석 결과, 동수준

및 이수준 소집단 모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협동적 상호작용 유형

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소집단내 협동적 상호작용의 빈도 및 유형이 구

성원의 언어능력을 기준으로 한 소집단 구성 방식이나 학습자의 목표 어

어 수준, 그리고 이 두요인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다만 중하위권 학습자들의 경우, (동수준 소집단보다는)

이수준 소집단에 속했을 때, 문제해결에 성공하거나 협동적 상호작용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연

구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5>과 같다. 종합하여 말하면, 소그

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습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학

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수업 참여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상·중·하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해서 동

질적, 이질적인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연구들이 너무

한정적이다. 좀 더 다양한 소그룹 구성방식을 영어 연극 활동에 적용해

보고 좀 더 효과적인 소그룹 구성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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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그룹구성 요인 연구 결과

신희숙 외

(2014)

높은 친밀도 그룹, 낮은 친

밀도 그룹, 무작위 그룹으

로 편성

-동료 상호작용면에서 높은 친밀도

그룹이 협조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높았음

주영주 외

(2011)

영어쓰기능력을 기준으로

동질집단과 이질집단 편성

-동질집단이 이질집단에 비해 자

기 효능감 증진이 컸음

이윤미 외

(2003)
성별에 따라 소집단 구성

-수업 처치와 성별 사이의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는 전체

학생에서 동성끼리 소집단을 구

성한 협동학습 집단의 점수가 이

성이 경우보다 높음

이은지 외

(2011)
언어능력의 동수준·이수준

-소집단내 협동적 상호작용의 빈

도 및 유형이, 구서원의 언어능

력을 기준으로 한 소집단 구성

방식이나 학습자의 목표 언어 수

준,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

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표 Ⅱ-5>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수업참여도 관련 선행 연구

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계

소그룹 구성방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어 과목 외에 다양한 과

목에서 소그룹 구성방식을 달리하여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있

다.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가 미

흡하여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소그룹 활동이 영어 교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그

룹 구성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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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집단 구성 방식이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어떠한 효율성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다. 특히 학습

자의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된 동질집단과 이질 집단이 학습자간 상

호 작용 및 영어 능력 성취에 미치는 효율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이은

지 외 2011).

일련의 연구들은 영어 능력이 동일한 학습자들로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소집단 내 영어 능력의 차이가 클

경우, 하위권 학습자는 상위권 학습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내면

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Kagan, 1994; Watanabe & Swain,

2007). 이에 반해 Lesser(2004)와 Greefield(1984) 등은 학습자간 비계설

정(scaffolding)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집단 내에 하위권

학습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상위권 학습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하위권 학습자들로만 구성된 소집단의 경우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Kim과 McDonough(2008)의 연구는 학습자 언어 능력에 따른 소

집단 구성 방식이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 서로 대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먼저 하위권

학습자가 상위권 파트너를 만날 경우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태도 변화의 원인을 자신보다 우수한 수준의 파트너를 만

났을 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려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예상하는 능력의 정도에 의

해 규정된다는 Cohen(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Kim과 McDongough(2008)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권 학습

자들이 상위 수준 파트너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듣기 능력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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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주 외(2011)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의

유무와 학습자의 영어 쓰기 능력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방식에 의해

영어쓰기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소집단 구성은 학습자

의 사전 영어쓰기 능력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습자가 모인 동질집

단과 상이한 수준의 학습자가 모인 이질집단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동질집단은 이질집단에 비해 영어 쓰기성취도의 증진도 더 컸다. 이는

동질집단의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동료 학습자와 함께 학습활

동에 참여하여 성공 경험에 대한 주인 의식을 형성하였고, 학습의 주도

권이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신희숙 외(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학생들의 교우 간 친밀

도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여 영어 쓰기 학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그룹

구성 방식은 높은 친밀도 그룹, 낮은 친밀도 그룹, 무작위 그룹으로 이루

어졌고, 연구 결과는 세 그룹 모두 영어 쓰기 능력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용 외(2012) 연구에서는 소집단 구성방식이 자유 탐구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학교 학생들을 각각 과학 탐구능력 및

성격 유형에 따라 동질집단과 이질집단으로 편성 하였으며, 동일 과제로

약 3주에 걸쳐 자유 탐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양적 연구 결과, 두 학교

모두 소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했을 때가 이질적으로 구성했을 때보다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개인별 향상 지수의 향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수진 외(2017) 연구에서는 소집단 구성방식에 따른 중학생들의 사회

관련 과학쟁점(SSI) 논변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소집단 구성방식은 친

밀감 기반 구성, 무작위 구성, 친밀감에 기반을 둔 리더 중심 소집단 구

성이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집단 구성방식에 따른

논변활동 활성화 및 논변의 수준은 친밀감에 기반을 둔 리더 중심 구성

에서 가장 높았으며, 친밀감 기반 구성, 무작위 구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즉, 소집단 구성방식이 중학생들의 SSI 논변활동의 활성화 및 논변

의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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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외(2003)에서는 성별에 따라 소집단 구성 방법을 달리한 두 가

지 협동학습의 교수방법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였다. 학업성취도의 주효과 그리고 수업처치와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태희 외(1998) 연구에서는 소집단 구성 방법을 달리한 두 가지 협동

학습-HML 협동학습과 HL/MM 협동학습-교수 방법이 학생의 학업 성

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HLM(High-Medium-Low ability

grouping) 협동학습은 상·중·하위 수준의 학습자를 고루 포함하도록 소

집단을 구성한 방식이고, HL/MM(High-Low/Medium-Medium ablility

grouping) 협동학습은 상위·하위 수준의 학습자로 구성된 소집단/ 중위·

중위 수준의 학습자로 구성된 소집단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연구 결과,

전체 학업 성취도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업

처치와 사전 성취 수준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상위 수준 학습

자의 경우 HL/MM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에 이질적으로 구성된 HML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위 수준 학습자들로만 소집단을 구성한

HL/MM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는 통제 집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

면, 하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에는 상·중·하위 수준 학습자들로 구성된

HML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

며, HL/MM 협동학습 집단의 성취도는 통제 집단과 거의 유사하였다.

이은지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듣기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

방식(동수준·이수준)의 차이가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

한 차이를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집단 구성 방식과 관

계없이 협동적 듣기 학습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집단 구성 방식(동수준·이수준)의 효과

는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 수준(상·중·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다시 말해, 딕토글로스 교수 환경에서 소집단 구성 방식과 학

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 수준의 상호작용은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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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연

구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6>과 같다. 종합하여 말하면, 영어

연극 수업의 소집단 구성 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영어 능력 성취에 미치는 효율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영어연

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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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그룹구성 요인 연구 결과

신희숙 외

(2014)

높은 친밀도 그룹, 낮

은 친밀도 그룹, 무작

위 그룹으로 편성

-세 그룹 모두 영어 쓰기 능력이나 태도에

는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음

이수진 외

(2017)

친밀감 기반 구성, 무

작위 구성, 친밀감에

기반을 둔 리더 중심

소집단 구성

-논변활동 활성화 및 논변의 수준은 친

밀감에 기반을 둔 리더 중심 구성에서

가장 높았으며, 친밀감 기반 구성, 무작

위 구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주영주 외

(2011)

영어쓰기능력을 기준으

로 동질집단과 이질집

단 편성

-동질집단이 이질집단에 비해 영어 쓰

기 성취도의 증진이 컸음

성귀복 외

(2013)

상위, 중위 학급에서

동질집단

-상위그룹은 동질집단을 활용한 반에서

글의 내용과 구성 부분의 점수가, 중위

그룹은 이질집단을 활용한 반에서 글의

내용 부분의 점수가 ditogloss 활동 후

유의미하게 향상

상위, 중위 학급에서

이질집단

이은지 외

(2011)

언어능력의 동수준·이

수준

-소집단 구성방식의 차이가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

를 미치지 않음

박재용 외

(2012)

과학 탐구능력 및 성격

유형에 따라 동질집단

과 이질집단 편성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개인별 향상 지

수가 동질집단이 높게 나타남

노태희 외

(1998)

학업성취도 상·중·하의

이질적 집단

-상위 수준 학습자의 경우 하위집단과

함께일 때 성취도가 가장 높음

-중위 수준 학습자는 이절적 집단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음

-하위 수준 학습자는 집단의 영향을 받

지 않음

학업성취도 상·하 집단

과 중위 수준의 집단

<표 Ⅱ-6>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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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영어연극

교육 연극은 연극적 기법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보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연극 활동을 연구자가 제작한 수

업지도안으로 정규 수업 16차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교과서에

역할극 내용이 담긴 단원을 중심으로 영어연극의 주제 정하기와 영어 대

본 작성을 학생이 직접하고 마지막 차시에 연극 발표를 했다.

나. 영어연극의 소그룹 구성방식

이 연구에서는 소그룹 구성방식을 세 학급에 각각 다른 구성을 적용했

다. 세 가지 소그룹 구성방식은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

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이다. 무작위 구성은 제비뽑기를 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은 학생 스스로 원하는 그룹을 구성하

였다.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은 1학기 영어 성적을 기반으로 한 그

룹 안에 상위권 학생 1∼2명, 중위권 학생 2∼3명, 하위권 학생 1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룹 구성원은 한 조에 5∼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연구학교에서 쓰이는 영어교과서에 영어연극의 등장인물

이 5명이었고, 학교 현장에서 영어연극 수업을 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

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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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 의사소통역량

영어 의사소통역량이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6). 이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점 기준표를 선행 연구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역할극 평

가 지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사전, 사후 역할극 평가를 실시하여 영

어 의사소통역량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것으로 본다.

라. 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는 학생이 영어연극의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의미한

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안나(2013), 황

은희(2008)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참여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이 끝난 후 설문지를 측정하였

고 수업참여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수업참여도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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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이 연구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이 영어 의사소

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

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

증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중학생의 영어연극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3. 중학생의 영어 연극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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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영어연극 활동 및 면담 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

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에 도입된

핵심역량을 측정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중간·기말

고사의 부담 없이 한 학기 동안 학생주도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연극을 지도하였다.

이 연구는 A광역시 소재 B중학교 1학년 3개 학급 남학생 8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역할극을 실시하고 영어연극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각각의 반을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

적 구성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였다. 영어연극 활동을 정규 수업으로 16차

시를 한 후 사후 역할극을 실시하여 영어연극이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검사 차시별 활동 계획과 ‘영어 연극’ 수업

지도안 예시는 다음 <표 Ⅳ-1, 2>과 같다(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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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학습 내용 세부 활동 준비물

1-2
연극

구성

시놉시스

(synopsis)

작성, 장면

구성

연극, 드라마 등을 참고하여

발표할 연극의 대략적인

시놉시스를 작성하기

장면을 구성해 나누기

동영상

자료,

활동지

3-4 대본 작성
시놉시스를 토대로 영어로

대본을 작성하기

5-6

대본

분석

배역 정하기 대본의 배역을 정하기
동영상

자료,

예시

소품,

활동지

7-8

대사 분석
사일런트 스크립트(silent script)

작성 과정을 통해 대본 분석하기

캐릭터 분석
캐릭터 자서전 쓰기, 소품 리스트

작성하고 의상과 분장 정하기

9-10

연기

연습

리딩(reading)

연습

발음과 억양을 표시하고 예시

영상 혹은 듣기 파일을 참고하여

읽는 연습하기
예시

영상 및

파일,

활동지11-12
표정, 몸짓

연습

대본에 감정, 표정, 몸짓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적고 각자

연습하기

13-14
리허설

및

발표

총연습 및

리허설
처음부터 끝까지 리허설하기

공연에

필요한

소품,

활동지,

평가지
15-16

연극발표 및

평가
모든 연극 발표 및 평가하기

<표 Ⅳ-1> ‘영어연극’ 차시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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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1-2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연극의 대략적인 내용과 장면을 구성하고 영어로 연극의 시놉시스를

발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그룹을 구성하고 연극의 시놉시스를 작성하기

2. 시놉시스를 토대로 장면을 구성하고 발표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영어 연극 과업 소개 및 예시 연극 동영상 감상

- 5인 1조 그룹 정하기

전개

1. 시놉시스 작성

- 연극, 드라마 등 참고 자료 소개하기

- 주제 정하기

- 시놉시스 작성하기

- 장면 구성하기

: 그룹별로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게

한 후 다른 그룹이 알아맞히는 게임을 함.

2. 시놉시스 발표

- 그룹별로 자신들이 생각한 시놉시스의 포스트를 작성하기

-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발표하고 포스트를 칠판에 부착

- 다른 그룹들은 발표한 조의 시놉시스에 대한 피드백을 포스트잇에

쓴 후, 칠판에 부착

- 다른 그룹의 피드백을 보고 시놉시스 수정하기

- 등장인물 정하기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표 Ⅳ-2>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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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어연극 활동이 모두 끝난 후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수업참여

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측정하였다.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수업참

여도 측정을 한 후 15명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영어연극 수업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역할극 평가 후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개선이나 향상에 대한 소감, 소그룹 구성방식이 소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나. 역할극 평가자

이 연구의 평가자는 연구 대상 학생의 사전, 사후 역할극 평가를 할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전문가이다.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자는 그 반

의 영어교사이며, 미리 제시된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했다. 영어 의사소통역량은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

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에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낯선 평가자보다 그 반의 영어교사를 평

가자로 선정하였다.

다. 사후 면담 대상

사전, 사후 역할극 평가와 소그룹 활동 수업참여도 조사를 실시한 후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소그룹 구성방식 집

단별로 사전, 사후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차이가 최고인 2명, 최저인 2명,

그룹 활동을 하는 동안 불만을 내비췄던 학생 3명, 총 15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 해석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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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가.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채점 기준

표의 구성요인을 발표 내용,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 세 가지 하위영역

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중학교 1학년

영어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역할극 평가 과제를 제작하였다. 또한 각

과제에 대한 채점 기준표 개발을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과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하였던 역할극 평가 준거가 제시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 하

였으며, 연구대상 영어 교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사전, 사후

역할극 과제는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한 내용 지식의 정도

에 되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과제를 제작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중학교 1학년 영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그 중에서 연구자가

실시할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가 가능한 주제를 추출하였다. 그 주제를

바탕으로 역할극 평가 과제를 먼저 작성한 후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영어 교사들로부터 검토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수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부분은 과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예시를 주는 것으로 하였다.

각 평가 과제의 채점 기준표는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영

어과 성취기준 및 역할극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에서 제시한 역할극 평가에서 사용했던 평가 준거 및 채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발표 내용’,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의 세 영역별로 각각 5

개, 5개, 2개의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 선정된 기준에 따라 채점 기

준표를 만들었다. 이를 영어 교사와 교육 측정·평가 전공자 및 영어교육

전공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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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검사용 역할극 평가 과제 및 채점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역할극 평가는 영어연극 수

업을 시작하기 전 차시에 실시했다. 두 명의 학생이 유인물을 받고 주어

진 상황에 맞게 20분의 대화문 작성 시간을 가진 후, 3∼4분 정도 역할

극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역할극 형식의 평가는 대화문을 미리 암

기해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낮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학

생들이 직접 실제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의사소통 환경과 유

사하다는 장점이 있다(신상근, 2010). 두 명 학생의 구성 멤버는 번호순

으로 짝을 이루고 세 학급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파트너를 구성했다. 이

러한 방식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담당 영어 교사

와 면담 시 그 연구학교 영어 수업에서도 자주 쓰이는 방식이었다. 사전

역할극 평가 과제와 평가 과제에 대한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점수를 표

기한 채점 기준표는 다음 <표 Ⅳ-3,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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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4. Share Your Travel Story

성취기준

[9영02-01] 주변의 사람, 사물 또는 장소를 묘사할 수 있다.

[9영02-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과제

1. When did you visit there?

2. What did you do there?

3.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4. Why don't you ∼ ?

★ 다음 주에 외국에서 OO으로 친구 한 명이 놀러 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친구를 데려갈 만한 OO 내의 장소를 의논하는 상황

을 역할극으로 말해 봅시다.

(원고 작성 시간은 20분이며, 발표는 3∼4분 안으로 하세요.)

1. 아래 표현들을 참고하세요.

2. 과거 동사를 활용한 과거 경험과 미래 동사를 이용한 미래 계획을 포함시

키세요.

3. 한 사람 당 10문장 이상씩 말하되, 발표는 원고를 보지 않고 하세요.

<표 Ⅳ-3> 사전 역할극 평가 과제



- 44 -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발표

내용

내용의

적절성

지역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를 선

정하여 그 곳의 특성이 잘 드러

나도록 대화하는가?

1 2 3 4 5

과거 경험과 미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내용의

충실성

대화를 나눌 때 과거 경험에 대

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가?

1 2 3 4 5

대화를 나눌 때 미래 계획에 대

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가?

1 2 3 4 5

과제

완성도

제한 시간 동안 10문장 이상을

발화하는가?
1 2 3 4 5

언어

사용

정확성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가 거의

없이 잘 맞는가?
1 2 3 4 5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

로 발화하는가?
1 2 3 4 5

유창성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

기에 적절한 발화속도인가?
1 2 3 4 5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발

화를 유지하여 말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가?

1 2 3 4 5

다양성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을 사

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자세

및

태도

몸짓 언어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스처를 적

절하게 이용하는가?
1 2 3 4 5

수행 태도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고 성실하

게 완수하는가?
1 2 3 4 5

<표 Ⅳ-4> 사전 역할극 평가 과제 채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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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3. Helping Hands

성취기준

[9영02-01] 주변의 사람, 사물 또는 장소를 묘사할 수 있다.

[9영02-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과제

1. What should I do?

2. What would you d5o if you were in my shoes?

3. You had better ~.

4. I think you should ~.

★ 며칠 전에 학교에서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일을

다른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상황

을 역할극으로 말해 봅시다.

(원고 작성 시간은 20분이며, 발표는 3~4분 안으로 하세요.)

1. 아래 표현들을 참고하세요.

2. 친구와 다툼이 있고 나서 느끼는 현재 자신의 감정 및 고민과 상담을 요

청한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포함시키세요.

3. 한 사람 당 10문장 이상씩 말하되, 발표는 원고를 보지 않고 하세요.

(2) 사후 검사용 역할극 평가 과제 및 채점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 역할극 평가는 영어연극 수

업 16차시 후 실시했다.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학생이 유인물

을 받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20분의 대화문 작성 시간을 가진 후, 3∼4

분 정도 역할극 발표 시간을 가졌다. 두 명 학생의 구성 멤버는 사전 검

사와 같은 짝을 이루고 세 학급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파트너를 구성했

다. 사후 역할극 평가 과제와 평가 과제에 대한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점수를 표기한 채점 기준표는 다음 <표 Ⅳ-5, 6>과 같다.

<표 Ⅳ-5> 사후 역할극 평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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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발표

내용

내용의

적절성

반 친구와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구성하여 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하는가?

1 2 3 4 5

현재 감정 및 고민과 조언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

었는가?

1 2 3 4 5

내용의

충실성

대화를 나눌 때 현재 감정이

나 고민에 대한 내용을 충분

히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대화를 나눌 때 조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가?

1 2 3 4 5

과제

완성도

제한 시간 동안 10문장 이상

을 발화하는가?
1 2 3 4 5

언어

사용

정확성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가 거의

없이 잘 맞는가?
1 2 3 4 5

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하여 내용

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1 2 3 4 5

유창성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

기에 적절한 발화속도인가?
1 2 3 4 5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발

화를 유지하여 말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가?

1 2 3 4 5

다양성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을 사

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자세

및

태도

몸짓 언어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스처를 적

절하게 이용하는가?
1 2 3 4 5

수행 태도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고 성실하

게 완수하는가?
1 2 3 4 5

<표 Ⅳ-6> 사후 역할극 평가 과제 채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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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문항

성의·열의

1. 나는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2. 나는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3. 나는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책임감

4. 나는 우리 그룹 내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려

고 노력했다.

5. 나는 우리 그룹의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그룹원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6. 나는 우리 그룹원들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룹원 배려

7. 나는 우리 그룹의 학습 분위기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8. 나는 우리 그룹의 과제 분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9. 나는 나의 의견보다 그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했다.

나. 수업참여도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수

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업참여도 척도를 개발하여

2018년 A광역시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 102명을 대상

으로 수업참여도 척도타당화를 하고 본 검사에 사용하였다. 수업참여도

는 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수업참

여도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Ⅳ-7> 수업참여도 척도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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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861 .757 .769 .908

(1) 수업참여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검사 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

(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

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토대로 문항의 신

뢰도를 분석하였다. 수업참여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8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Ⅳ-8> 수업참여도 척도의 신뢰도

각 하위영역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신

뢰도가 .757-.861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신뢰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업참여도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고, 구인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이란 특정 도구가 어떤 심리적 특성을 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 주고 있는지를 어떤 이론적인 가설을

세워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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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둘째,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수업참여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905-.90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를 통해 각 하위요인들이 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하위 영역 간의 상관의 경우에도

.703-.74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제

시되었다(p<.01). 이는 세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

으면서 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

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관분석 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

책임감 .709**

그룹원 배려 .743** .703**

총점 .905** .895** .904**

** p<.01

<표 Ⅳ-9>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 상관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참여도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

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요인의 수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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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사용하

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

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298.≤왜도1.485, 첨도는 .013

≤첨도≤2.430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

(왜도≤ , 첨도≤ )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

대로 수업참여도가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으며([그림 Ⅳ

-1] 참조)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표 Ⅳ-10> 참조).

[그림 Ⅳ-1] 수업참여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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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38.271(24) .97 .956 .077

<표 Ⅳ-10>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한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

형인 증분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

저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 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c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

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

의 모형이 있을 때 더 간명한 모형이 유리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05이하의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

이상 .08이하의 값은 양호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이상 .09이하의

값은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와 TLI가 각각 .97,

.956으로 .90이상이며, RMSEA가 .077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

고 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1>와

같다. 1차 요인들(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과 2차 요인(영어연극

소그룹 활동 수업참여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

는 .947-.96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어연극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

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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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성의·열의→ p01 0.775*** 0.789

성의·열의→ p02 1.000 0.799

성의·열의→ p03 0.944*** 0.896

책임감→ p04 0.779*** 0.746

책임감→ p05 1.000 0.725

책임감→ p06 0.972*** 0.674

그룹원 배려→ p07 0.816*** 0.732

그룹원 배려→ p08 1.000*** 0.759

그룹원 배려→ p09 0.759*** 0.689

2차

요인

부하량

영어연극 수업참여도→ 성의·열의 0.973*** 0.947

영어연극 수업참여도→ 책임감 0.946*** 0.965

영어연극 수업참여도→ 그룹원 배려 1.000 0.956

***p<.001

영어연극 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표 Ⅳ-11>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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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가.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이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A광역시

소재 B중학교 1학년 남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영어 의사소통역

량 평가를 실시하고 수업참여도를 측정했다.

학생들은 연구 기간 동안 각각 2번의 역할극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이질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nonequivalent pretest-posttest

design)(백순근, 2004)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극수업을 할

때 각각의 반은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

질적 구성으로 소그룹을 다르게 구성하여 영어연극 수업에 참여했다. 무

작위 구성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그룹을 구성했고,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생들끼리 그룹을 구성했으며, 영

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은 1학기 영어 성적을 기반으로 그룹을 구성했

다.

이 연구의 설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2]과 같다.

[그림 Ⅳ-2]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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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을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고,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연극 수업과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문헌 연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할 채점 기준

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채점 기준표는 사전, 사후 역할극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평가 목적과 하위 영역별 문항 등에 대한 평가자 사전연

수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역할극 평가가 이루어진 후 각각의 학급을 집단별로 구별하여 영

어연극 수업을 진행했다. 무작위 구성한 반은 제비뽑기를 해서 그룹을

구성하고,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은 학생 스스로 원하는 학생들끼리 그

룹을 구성했으며,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은 1학기 영어 성적을 토

대로 그룹을 구성했다.

집단별로 다른 소그룹 구성방식과 함께 영어연극 수업을 16차시 한 후

사후 역할극 평가를 실시했다. 사후 역할극 평가가 끝난 후에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연극 수업과 소그룹 구성방식에 대한 소

감을 묻는 설문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및 반구조화된

면담의 내용은 영어연극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소그룹 구성방식에 대한

의견과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수업참여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생각이

었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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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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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 방식이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질집

단 사전·사후 검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영어연극 수업이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총점 평가 결과에 차이와 채점 기준표의 세

개 하위 영역별로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서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준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으

로 검증하였다.

둘째로, 영어연극 수업의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점 기준표의 각 하위

영역에서 소그룹 구성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공변량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을 실시하였다. 다만

사전 역할극 평가 결과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사전 평가 결과의 영향력

을 통제하였다.

셋째로, 영어연극 수업의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소그룹 활동 수업참여

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에는 SPSS 20.0이 사용되었다.

한편,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별로 각 5명씩 총 15명의 반구조화된 면

담을 실시했다. 15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의 결과도 면담지의 질문을 중

심으로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과 해석 및 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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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

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남학생 80명(3개 학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

였다. 이들의 역할극 평가는 두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사전 역할극 평가

를 실시하고 영어연극 수업을 16차시 한 후 사후 역할극 평가를 실시했

다. 영어연극 수업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소그룹에 참여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영어 의사소통역량

이 연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들은 영어연극 수업을 하면서 각 반마다

무작위 그룹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을 한 반으로 나누어졌다.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극의 채점 기준표는 발표 내용,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의 총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각 영역별로 발표 내용과 언어

사용에는 5문항씩, 자세 및 태도는 2문항으로 총 12개의 문항이 5점

Likert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사전, 사후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의 각 하위 영역 및 총점의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Ⅴ-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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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발표

내용

사전 15.54 4.73 5 25 -.200 -.486

사후 20.59 3.91 13 25 -.487 -1.165

언어

사용

사전 10.43 5.10 3 20 .326 -1.067

사후 17.96 4.51 5 25 -.727 .341

자세 

및 

태도

사전 4.91 1.90 2 10 .185 -.290

사후 8.45 1.40 6 10 -.542 -.900

총점

사전 30.88 10.59 12 55 .070 -.717

사후 47 8.93 28 60 -.518 -.948

<표 Ⅴ-1> 사전, 사후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하위 영역 및 총점 기초통계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영어 의사소통역량 측정의 변인 중 ‘발표내용’

이 사전 평가(15.54점)보다 사후 평가(20.59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

사용’도 사전 평가(10.43점)보다 사후 평가(17.96점)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자세 및 태도’에서도 사전 평가(4.91점)보다 사후 평가(8.45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총점도 사전 평가(30.88점)보다 사후 평가(47점)가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모든 하위 영역과 총점에서 사전 평가에서의 개인별 편차가 사후

평가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는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070-.727, 첨도 절대치가 .290-1.165로

나타나 왜도≤  , 첨도≤ 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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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무작위 

구성

사전 26 30.96 11.25 12 51

사후 26 48.08 10.10 28 60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사전 27 31.85 9.62 12 46

사후 27 45.22 8.01 29 56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사전 27 29.81 11.16 15 55

사후 27 47.74 8.67 31 59

전체

사전 80 30.88 10.59 12 55

사후 80 47 8.93 28 60

한편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무작위로 구성한 반,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한 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

펴본 기초 통계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소그룹별 사전, 사후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기초통계

사전, 사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무작위로 구성한 반은 사전 평

균(30.96점)보다 사후 평균(48.08점)이 17.12점 향상했고, 친밀감 기반 자

율 구성한 반은 사전 평균(31.85점)보다 사후 평균(45.22점)이 13.37점 향

상했다. 또한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한 반은 사전 평균(29.81점)보

다 사후 평균(47.74점)이 17.93점 향상했다. 즉 세 집단 모두 사전 평가에

비해 사후 평가의 평균이 향상했고 모든 집단에서 개인별 편차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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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무작위 

구성

성의·열의 13.19 2.06 8 15 -1.172 .475

책임감 13.00 2.08 7 15 -1.274 1.477

그룹원

배려
12.50 2.01 3 15 -.597 -.310

총점 38.69 5.78 24 45 -1.070 .895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성의·열의 12.78 2.65 4 15 -1.521 3.021

책임감 12.48 2.39 6 15 -.658 .251

그룹원

배려
12.93 2.06 8 15 -.524 -.573

총점 38.19 6.65 18 45 -1.043 1.527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성의·열의 12.15 1.98 7 15 -.351 .160

책임감 11.70 2.38 6 15 -.559 -.151

그룹원

배려
11.41 2.01 9 15 .502 -.965

총점 35.26 5.60 24 45 -.039 -.634

나. 수업참여도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수업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

어연극 수업 16차시를 끝낸 후 수업참여도 평가 척도에 의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측정했다.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업참여도 척

도는 성의·열의, 책임감, 그룹원 배려의 총 3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었다.

수업참여도 평가의 총점의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Ⅴ-3>과 같

다.

<표 Ⅴ-3> 소그룹별 수업참여도 하위 영역 및 총점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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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총점으로 살펴보면 무작위로 구성한 반이 38.69점,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이 38.19점,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한 반이 35.26점

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성의·열의와 책임감 영역에서

무작위로 구성한 반,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 성적 기반 이질적 구

성한 반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나, 그룹원 배려 영역에서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이 12.93점으로 가장 높고,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한 반이

11.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업참여도를 측정하는 모든 관측변인

들의 왜도 절대치가 .039-1.172, 첨도 절대치가 .151-3.021로 나타나

왜도≤ , 첨도≤ 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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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사전 80 30.88 10.59
79 -15.70***

사후 80 47 8.93

*** p<.001

2. 영어연극 수업의 영향 분석

가. 검사 총점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활용이 영어 의사소통역량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

의 역할극 평가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이들의 역할극 평가는 사전 역할

극 평가를 실시하고 영어연극 수업을 16차시 한 후 사후 역할극 평가를

실시했다.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결과의 평균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Ⅴ-4> 영어 의사소통역량 총점에 대한 종속표집 t검증

그 결과 t값이 -15.7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1). 즉 사전 평가에 비해 사후 평가에서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준이 개선·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활

용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영역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 평가 결과와 사후 평가 결과에서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준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3개 하위 영역

(발표 내용,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별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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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향상도

(사후-사전)
t값

발표내용
사전 15.54 4.73

5.05 -11.118***

사후 20.59 3.91

언어사용
사전 10.43 5.10

7.53 -13.932***

사후 17.96 4.51

자세 및 태도
사전 4.91 1.90

3.53 -14.949***

사후 8.45 1.40

*** p<.001

종속표본 t검정(two 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3개 하위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5>와

[그림 Ⅴ-1]과 같다.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사전 평

가 결과와 사후 평가 결과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발표 내용(t=-11.118), 언어 사용

(t=-13.932), 자세 및 태도(t=-14.949)로 모든 영역에서 사전 평가결과와

사후 평가결과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발표 내용 영역 향상도가 5.05점이고, 언어 사용 영역 향상도가

7.53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영어연극 수업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Ⅴ-5>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하위 영역별 두 종속표본 t검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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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하위 영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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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영향 분석

가.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그룹별 검사 총점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이 영어 의

사소통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학급을 무작

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으로 각 반을 다

른 소그룹 구성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사전 평가 결과와 사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

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한 반 모두 영어 의사소통역

량이 사전 평가 결과와 사후 평가 결과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무작위 구성(t=-8.44), 언

어 사용(t=-8.16), 자세 및 태도(t=-11.22)로 모든 영역에서 사전 평가결

과와 사후 평가결과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다만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으로 한 반의 향상도가 17.92점이고,

무작위로 구성한 반의 향상도가 17.12점이나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한 반의 향상도는 13.38점으로 다른 두 소그룹 구성방식보다 향상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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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향상도

(사후-사전)
t값

무작위 구성
사전 26 30.96 11.25

17.12 -8.44***

사후 26 48.08 10.10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사전 27 31.85 9.62
13.38 -8.16***

사후 27 45.22 8.01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사전 27 29.81 11.16
17.92 -11.22***

사후 27 47.74 8.67

*** p<.001

<표 Ⅴ-6> 영어 의사소통역량 소그룹별 두 종속표본 t검정분석

[그림 Ⅴ-2]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결과 변화

2)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영역별 중다공변량분석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각 하

위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총점을 공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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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평가 사후 평가 조정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무작위 구성

발표 내용 15.42 4.97 20.96 4.35 20.94 .65

언어 사용 10.62 5.40 19.89 3.66 18.52 .73

자세 및 

태도
4.92 1.74 8.58 1.30 8.57 .26

총점 30.96 11.25 48.08 10.10 48.03 1.43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발표 내용 14.93 4.51 19.89 3.66 19.69 .64

언어 사용 11.44 4.89 17.11 3.95 16.87 .72

자세 및 

태도
5.48 1.578 8.22 1.60 8.18 .26

총점 31.85 9.62 45.22 8.01 44.74 1.41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발표 내용 15.54 4.72 8.58 1.30 21.14 .64

언어 사용 10.43 5.10 17.96 4.51 18.52 .72

자세 및 

태도
4.91 1.90 8.56 1.40 8.60 .26

총점 29.81 11.16 47.74 8.67 48.26 1.41

으로 설정하고 3개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공변량분석

(MANCOVA)을 실시하였다. 사전 평가결과를 공변량으로 하여 각 집단

의 하위영역별 평가 점수의 조정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

-7>과 같이 나타났다. 조정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성적 기반 이질적 구

성,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7> 사전, 사후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점수 및 조정평균

이를 바탕으로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분석 결과 세 집단 사이의 영어 의사소통역

량 평가 하위영역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소그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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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Wilks'

Lambd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값

공변량

(사전 

총점)

발표 내용

.65

360.00 1 360.00 33.14***

언어 사용 524.68 1 524.68 37.85***

자세 및 

태도
17.37 1 17.37 9.69**

총점 2120.351 1 2120.351 39.70***

주효과

(소그룹 

구성방식)

발표 내용

.95

33.06 2 16.53 1.52

언어 사용 48.17 2 24.09 1.75

자세 및 

태도
2.99 2 1.48 .84

총점 207.293 2 103.646 1.94

잔차

발표 내용 825.48 76 10.86

언어 사용 1053.64 76 13.86

자세 및 

태도
136.31 76 1.79

총점 4059.347 76 53.412

** p<.01, *** p<.001

성방식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8>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총점 및 하위영역에 대한 중다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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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주효과

(소그룹 구성방식)
183.690 2 91.845 2.578

잔차 2742.798 77 35.621

전체 114603.000 80

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검사 총점의 분산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이 수업참여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학급을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으로 각 반을 다른

소그룹 구성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세 집단의 수업참여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의 전체 수

업참여도 총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Ⅴ-9> 수업참여도에 대한 분산분석

2) 수업참여도에 대한 영역별 다변량분석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수업참여도의 각 하위 영역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Ⅴ-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의 하위 영역에는

그룹원 배려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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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소그룹 

구성방식

성의·열의

.86

14.68 2 7.34 1.45

책임감 22.62 2 11.31 2.15

그룹원

배려
33.08 2 16.54 4.05*

오차

성의·열의 390.11 77 5.07

책임감 404.37 77 5.25

그룹원

배려
314.87 77 4.09

* p<.05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1.52*

* p<.05

<표 Ⅴ-10> 수업참여도에 대한 영역별 다변량분석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effe 방법에 의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과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한

반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은 영어연극 활동 시 그룹

의 학습 분위기, 과제 분담의 공평성, 그룹원의 의견 존중이 잘되었다고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영계와 김강

휘(1999)가 학교 사회에서 교우 관계, 즉 친밀도는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친밀한 교우관계에 있는 학습

자들로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한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표 Ⅴ-11> 수업참여도의 그룹원 배려 영역 사후 검증



- 71 -

구분

사전 사후

차이

영어연극 

수업에 

대한 

태도

원하는 소그룹 

구성방식
평균 평균

무작위 구성

학생1 12 52 40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2 24 56 32 긍정 친밀감 기반

학생3 18 51 33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4 33 35 2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5 41 42 1 긍정 영어성적 기반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학생6 25 56 31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7 12 38 26 긍정 친밀감 기반

학생8 24 47 23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9 40 39 1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10 42 42 0 긍정 영어성적 기반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학생11 21 51 30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12 27 56 29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13 22 51 29 긍정 영어성적 기반

학생14 55 59 4 긍정 친밀감 기반

학생15 53 58 5 긍정 친밀감 기반

4. 반구조화된 면담 결과

사전, 사후 역할극 평가와 소그룹 활동 수업참여도 조사를 실시한 후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소그룹 구성방식 집

단별로 사전, 사후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차이가 최고인 3명, 최저인 2명

으로 총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

해석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Ⅴ-12> 영어연극 수업 관련 학생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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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연극 수업의 효과에 대한 면담 결과

영어 의사소통역량의 향상이 높았던 만큼 학생들은 영어연극 수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영어 교과 수업 시간에 영어를

쓸 시간이 별로 없었으나 영어연극 수업에 참여하며 영어로 말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 수업 차시가 거듭될수록 영어로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

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교과서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그룹원

들과 협의해서 정한 주제에 관해 줄거리와 대사를 만드는데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에 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의사소통역량이 높아진 이유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영어연극의 주제를 친구들과 상의해서 정하는 게 너무 재미있

었다. 재미난 소재로 상황을 만드는 동안 수업이 즐거웠고, 다른

친구의 연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친구 앞에서 영어

로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

지고 자연스러워 졌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순발력이 생겼다.”

하지만 영어로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는 많았으나 실제로 영어연극을

위한 연기 지도가 부족하고 전체적인 리허설을 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아

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현재 영어 교사들이 영어연극 수업을 지

양하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이 연기 수업을 전

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학생을 지도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리허

설을 할 시간을 충분히 줄 만큼 정규수업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어 영

어연극 수업을 꺼려한다(Charly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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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연극 소그룹 구성방식에 대한 면담 결과

영어연극 소그룹은 무작위 구성,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영어 성적 기

반 이질적 구성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무작위 구성으로 한 반

은 자신이 뽑은 숫자에 관해 크게 불만이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

다.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그룹 구성방식에 대한 불만이 없었지만 세 가

지 그룹 구성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여기는 그룹이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한 그룹

에 몰리는 경우가 줄어들고 그룹 내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의 일

부는 다음과 같다.

“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을 하면 잘하는 애들이 한 그룹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영어 성적 기반 구성을 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골고

루 흩어지게 되어 영어연극 대본을 만드는데 크게 힘들어하는 그룹

이 없을 것이다. 제비뽑기를 해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식이지만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반은 그룹 구성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특히 평소에 친한 관계를 가진 학생

들끼리 이루어진 그룹 외에 어느 그룹에도 소속되지 못한 사회성이 약한

학생들끼리 모인 그룹은 영어연극의 완성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두드러

지게 낮았으며 그룹 안에서도 과제 분담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보

였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룹에 속하지 못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의 일

부는 다음과 같다.

“ 소그룹 구성원의 정원이 5명인데 친한 친구끼리 모이니 6명이라

가위바위보에 져서 다른 조에 가게 되었다. 활동적이지 않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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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모여 있는 조라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따라와 주지 않아 속

상했다. 만약 처음에 내가 원했던 조에서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재미

난 수업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조로 가게 되어야 하는 상황

이 온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으로 선생님

이 그룹원의 수준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반면 친한 관계를 가진 학생들끼리 이루어진 그룹은 그룹의 과제 분담

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그룹 내의 분위기가 화합이 잘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있으면 영어연극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어 과제 해결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세 가지 그룹 구성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 여기는 그룹

은 무작위 그룹과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이라고 했다.

이유 또한 앞서 얘기한 바와 유사했다.

이처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소그룹을 구성할 때에는 소외되는

학생이 생길 수 있고 그룹원의 정원 밖으로 밀려 다른 조로 가게 되는

학생도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친한 친구들과 그룹을 구성하게 된 학생들

은 소그룹 활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어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고 영어연극의 완성도도 소그룹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으로 한 반은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도가

가장 높으나 수업참여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기에 추가적인 면

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학급은 그룹 구성방식에 가장 많은 불

만을 가졌고 가장 원하는 그룹 구성방식이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

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 둘 다를 선호했다.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방

식을 원하는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그룹 안에서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강했고 과제 분담이 공평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자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면 좀 더 화합이 잘 되는 그룹 활동이 될 것이

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그룹 안에서 영어 성적이 높은 학

생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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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속상

했다. 영어연극 대본을 짜려고 하면 자꾸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해

서 의견조합을 이루는 데 힘들었다. 손해 보는 느낌도 들고 친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불편했다. 차라리

친한 친구들끼리 소그룹을 구성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부탁할 수 있

을 것 같다.”

요컨대, 세 집단별 모든 학생들은 영어연극 수업에 긍정적이었다. 하지

만 소그룹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무작위 구성은 구성방식에 크게 불만은 없었으나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이 좀 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했다.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한 학급은 그룹원 구성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태도

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으며,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이 더 나은

구성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영어 성적 기반 이

질적 구성한 학급은 이 구성방식도 좋지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손해

보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하면 더 나은 수업

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이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향

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연극 수업

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영어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작위 구성방식은 학생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영어연극 활동에서

가장 불평이 없었고 수업 진행에도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영어 성적

이 낮은 학생들끼리 몰리게 된 그룹에서는 영어연극 대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전반적인 진도가 느려지

는 경향이 있었다.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방식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함께 공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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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활력을 주어 수업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특히 영어연극의

주제와 전체 줄거리를 만들 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아이디

어를 내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수

업 진행 중에 학생들끼리 수업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방해되는

행동을 많이 보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영어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없는 그룹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사전,

사후 역할극 평가에서 향상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이런 면을 반영해 준

다.

영어 성적 이질적 구성은 무작위 구성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방식보

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무작위 구성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과는 달리 이질적 구성의 소그룹에는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룹원이 있어 그룹원 모두가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룹원 전체가 화합하여 영어연극을

구성하기 보다는 한 두 명이 주도하는 원활하지 않은 상호작용을 보였

다.

학생들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관한 반구조화된 면담과 평가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

므로 학생들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소그룹 구성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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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영

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첫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셋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광역시 소재의 B중학교에 있는 남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역할극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역할

극 평가를 실시한 후 영어연극 수업을 16차시 하고 사후 역할극 평가와

자기보고식 소그룹 활동 수업참여도를 측정했다. 사후 역할극 평가와 소

그룹 활동 수업참여도 측정이 끝난 후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구

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에 걸쳐 역할

극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후 평가 총점이 사전 평가 총점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종속표집 t=-15.70, p<.001). 또한 영어 의사소통역량

채점 기준표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사후 평가 점수가 사전 평가 점수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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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한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 본 결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학급이 무작위 구성과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한 학급보다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이

낮았으며,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한 학급이 무작위 구성과 친밀감 기

반 자율 구성한 학급보다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이 높았다.

셋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소그

룹 활동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그룹원 배려’ 영역에서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한 학급이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을 한 학급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F=4.05, p<.05).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른 영

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영어연극 수업이 영어 의사소통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 결과(김민정 외, 2016; 정윤미 외, 2014; 양은정, 2017; 임숙현 외,

2013; 오영숙, 2007; 연광호, 2003)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연극 수업이 정규

수업에 활용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둘째, 중학생의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구성방식에 따라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무작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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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소그룹을 구성한 학급의 학생들은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있어 영어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반면 영어 성적 기반 이질적 구성으로 소그

룹을 구성한 학급의 학생은 오히려 친밀감 기반 자율 구성으로 소그룹을

구성하길 바라는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소그룹 구성방

식에 관해 뚜렷하게 원하는 한 가지 구성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

느 한 구성방식에 국한 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영어연극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유

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들의 영어연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연극 수업 모형 및 연기 지도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의 대상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80

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

이 있다. 특히 남녀 특성의 차이에 있어 남학생만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는 점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 앞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학생들이 영어연극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

로 영어연극 수업은 정규 수업에서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흥

미롭고 유익한 영어연극 활동 수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 중 영

어연극 수업 모형 개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는 소그룹 구성방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영어

수업 활동 중 영어연극 수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그룹 구성방식이 영어 수업

의 다양한 소그룹 활동(프로젝트 활동, 영어 토론, 주제 융합 활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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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어 의사소통역량이나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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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사전, 사후 역할극 과제 및 평가 채점 기준표 내용 타당도 검증 설문지]

안 내

다음의 채점 기준표는 중학생의 사전 역할극 평가 과제를 측정하기 위

한 채점 기준표로, 아래와 같은 5점 리커트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가 거의 없이 잘 맞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영어과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채점 기준표를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각 문항이 각 채점 기준표의 평가 영역 및 평가 요

소를 측정하기에 내용적으로 타당한 정도를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에서

‘⑤ 매우 타당하다’의 5점 리커트형으로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기준

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술

해주시면 추후 채점 기준의 수정·보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오직 전문가 검토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교육측정평가 전공 석사과정

김모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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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did you visit there?

2. What did you do there?

3.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4. Why don't you ~ ?

A: Hi, B, Can you help me?

B: Sure, what is it?

A: My American friend, James, is going to visit me next weekend.

B: Sounds great!

A: Yeah, but I am not sure where to take him in our town. 

Do you have any ideas?

B: Why don't you take him to          ?

A: That's a good idea. 

주제: OO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하기

★ 다음 주에 외국에서 OO으로 친구 한 명이 놀러 온다고 합니다.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친구를 데려갈 만한 OO 내의 장소를 의논하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말해 봅시다. (원고 작성 시간은 20분이며, 발표는 

3~4분 안으로 하세요.)

1. 아래 표현들을 참고하세요.

2. 과거 동사를 활용한 과거 경험과 미래 동사를 활용한 미래 계획을 포

함시키세요.

3. 한 사람 당 10문장 이상씩 말하되, 발표는 원고를 보지 않고 하세요.

<예시>

역할극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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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been there? 

B: Yes, 

A: when did you visit there?

B: I visited there two years ago. 

A: What did you do there?

B: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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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전혀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발표

내용

(5)

내용의

적절성

(2)

OO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를

선정하여 그 곳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하는가?

1 2 3 4 5

과거 경험과 미래 계획에 대

한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

었는가?

1 2 3 4 5

내용의

충실성

(2)

대화를 나눌 때 과거 경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

고 있는가?

1 2 3 4 5

대화를 나눌 때 미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

고 있는가?

1 2 3 4 5

과제

완성도

(1)

제한 시간 동안 10문장 이상

을 발화하는가?
1 2 3 4 5

<사전 역할극 평가 과제 채점 기준표>

� 채점 기준:

- 발표 내용: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충실성, 발화 분량

- 언어 사용: 어법과 적절한 어휘 사용의 정확성, 발화 유창성, 어휘와 표현

의 다양성

- 자세 및 태도: 표정 및 제스처, 역할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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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

(5)

정확성

(2)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가 거

의 없이 잘 맞는가?
1 2 3 4 5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

음으로 발화하는가?
1 2 3 4 5

유창성

(2)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전

달하기에 적절한 발화속도인

가?

1 2 3 4 5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지하여 말하는 내

용이 잘 전달되는가?

1 2 3 4 5

다양성

(1)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

을 사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자세

및

태도

(2)

몸짓

언어(1)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스처

를 적절하게 이용하는가?
1 2 3 4 5

수행

태도(1)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고 성

실하게 완수하는가?
1 2 3 4 5

(* 평가 영역과 평가 요소에 괄호 안의 숫자는 가중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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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should I do?

2.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3. You had better ~.

4. I think you should ~.

A: Hi, B, Can you help me?

B: Sure, what is it?

A:
I have a problem.

I fought with my friend at school today.

B: With whom did you fight?

A: It's Tom.

B: Tom? Isn't he a good guy?

What happened?

A: He is not a good guy.

주제: 고민 상담하고 조언구하기

★ 며칠 전에 학교에서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일

을 다른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말해 봅시다. 

(원고 작성 시간은 20분이며, 발표는 3~4분 안으로 하세요.)

1. 아래 표현들을 참고하세요.

2. 친구와 다툼이 있고 나서 느끼는 현재 자신의 감정 및 고민과 상담을 

요청한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포함시키세요.

3. 한 사람 당 10문장 이상씩 말하되, 발표는 원고를 보지 않고 하세요.

<예시>

역할극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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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ied about why I was absent yesterday.

B:
Yesterday? You were absent because you were sick.

What did he say?

A:
He said I faked illness to avoid the quiz in English class.

He made a monkey of me in front of the other kids.

B: You must be really ang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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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전혀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발표

내용

(5)

내용의

적절성

(2)

반 친구와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구성하여 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하는가?

1 2 3 4 5

현재 감정 및 고민과 조언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

었는가?

1 2 3 4 5

내용의

충실성

(2)

(분량)

대화를 나눌 때 현재 감정이

나 고민에 대한 내용을 충분

히 포함하고 있는가?

1 2 3 4 5

대화를 나눌 때 조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가?

1 2 3 4 5

과제

완성도

(1)

제한 시간 동안 10문장 이상

을 발화하는가?
1 2 3 4 5

<사후 역할극 평가 과제 채점 기준표>

� 채점 기준:

- 발표 내용: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충실성, 발화 분량

- 언어 사용: 어법과 적절한 어휘 사용의 정확성, 발화 유창성, 어휘와 표현

의 다양성

- 자세 및 태도: 표정 및 제스처, 역할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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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

(5)

정확성

(2)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가 거

의 없이 잘 맞는가?
1 2 3 4 5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

음으로 발화하는가?
1 2 3 4 5

유창성

(2)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

하기에 적절한 발화속도인가?
1 2 3 4 5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지하여 말하는 내용

이 잘 전달되는가?

1 2 3 4 5

다양성

(1)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자세

및

태도

(2)

몸짓

언어

(1)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스처를

적절하게 이용하는가?
1 2 3 4 5

수행

태도

(1)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고 성실

하게 완수하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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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성의

·열의

나는 영어 연극 소그룹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연극 소그룹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연극 소그룹 활동을

위해 수업 시간 외에도 수시로

그룹 모임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연극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책임감

나는 우리 그룹 내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그룹의 과제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그룹의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그룹원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그룹원들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수업참여도 척도 내용 타당도 검증 설문지]

<영어연극 수업의 수업참여도>

� 정의: 학생들이 영어연극 수업의 소그룹 활동에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정도

� 하위 영역 정의:

- 성의·열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준비와 참여하는 정도

- 책임감: 소그룹 활동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도

- 그룹원 배려: 소그룹 활동을 위해 그룹원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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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원

배려

나는 우리 그룹의 학습

분위기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그룹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그룹의 과제 분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의견보다 그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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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1-2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연극의 대략적인 내용과 장면을 구성하고 영어로 연극의 시놉시스를

발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그룹을 구성하고 연극의 시놉시스를 작성하기

2. 시놉시스를 토대로 장면을 구성하고 발표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영어 연극 과업 소개 및 예시 연극 동영상 감상

- 5인 1조 그룹 정하기

전개

1. 시놉시스 작성

- 연극, 드라마 등 참고 자료 소개하기

- 주제 정하기

- 시놉시스 작성하기

- 장면 구성하기

: 그룹별로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게

한 후 다른 그룹이 알아맞히는 게임을 함

2. 시놉시스 발표

- 그룹별로 자신들이 생각한 시놉시스의 포스트를 작성하기

-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발표하고 포스트를 칠판에 부착

- 다른 그룹들은 발표한 조의 시놉시스에 대한 피드백을 포스트잇에

쓴 후, 칠판에 부착

- 다른 그룹의 피드백을 보고 시놉시스 수정하기

- 등장인물 정하기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부록 3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1-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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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3-4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연극의 시놉시스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구성하고 영어로

대본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연극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구성하기

2. 영어로 대본을 작성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자기 그룹과 타 그룹의 시놉시스 복습하기

- 이번 시간 수업 활동 안내

전개

1.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구성

- 연극, 드라마 등 참고 자료 살펴보기

- 연극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 기-승-전-결의 줄거리 완성하기

: 종이를 나누어주고 영어로 대사를 그리기에 앞서 그림으로 연극의

스토리를 표현해 봄

2. 영어로 대본을 작성

- 영어로 대사를 쓸 때 어려움을 겪는 그룹은 한글로 먼저 쓰기

- 어려운 표현이나 단어는 인터넷이나 사전 이용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을 생각해 두고 학급 전체와 의견 공유

- 다른 그룹의 피드백을 보고 영어 대본 수정하기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3-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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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5-6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연극의 줄거리와 대본을 수정하고 그룹원들과 상의하여 대본의 배역

을 정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연극의 줄거리와 대본을 수정하기

2. 대본의 배역 정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복습하기

- 이번 시간 수업 활동 안내

전개

1. 연극의 줄거리와 대본을 수정하기

- 그룹원들과 한 문장씩 읽어가며 어색한 문장 수정하기

- 각 그룹별로 대본을 교환하여 피드백 받기

2. 대본의 배역 정하기

- 원하는 배역 정하기

- 드라마의 등장인물 소개를 예시로 보여주기

-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과 관련된 단어를 학습하기

- 자신이 맡은 배역의 특징을 생각하기

-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한 자서전 쓰기

: 완성된 자서전은 워킹 갤러리 활동을 통해 다른 그룹에게 보여 줄

기회를 가짐. 학생들은 스티커를 들고 다니며 잘 된 작품에 붙여줌.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그룹에게 칭찬상을 줌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5-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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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7-8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대사를 분석하여 사일런트 스크립트(silent script)를 작성하고 연극

소품과 의상 및 분장을 계획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일런트 스크립트 작성하기

2. 연극 소품 및 의상을 계획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 복습하기

- 이번 시간 수업 활동 안내

전개

1. 사일런트 스크립트(silent script) 작성하기

- 의성어, 의태어 및 동작에 관련된 단어 학습하기

- 학습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룹끼리 게임 하기

- 자신이 맡은 대사를 소리 내어 읽어보기

- 자신이 맡은 대사에 감정, 표현, 몸짓을 나타내는 표현쓰기

2. 연극 소품 및 의상 계획하기

- 연극에 필요한 소품 리스트 작성하기

- 등장인물의 의상과 분장 정하기

-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만들기

: 완성된 캐리커처는 워킹 갤러리 활동을 통해 다른 그룹에게 보여

줄 기회를 가짐. 학생들은 스티커를 들고 다니며 잘 된 작품에 붙여

줌.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그룹에게 칭찬상을 줌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7-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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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9-10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영어연극 대사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과 억양으로 말하며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대사를 소리 내어 자연스럽게 읽기

2. 대사 암기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 복습하기

- 이번 시간 수업 활동 안내

전개

1. 대사를 소리 내어 읽기

- 자신이 맡은 대사를 한 번씩 써보고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 영어연극을 하는 장면을 보며 대본 리딩 배우기

- 자신이 맡은 대사를 소리 내어 읽기

- 그룹원의 피드백을 통해 정확한 발음과 억양 학습하기

2. 대사 암기하기

- 대본의 발음, 억양을 주의하여 반복하여 읽으며 대사 암기하기

- 휴대폰의 녹음기능으로 대사를 녹음하고 들어보기

-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 수정하기

- 그룹게임

: 각 그룹의 한 그룹원을 뽑아 원을 그리고 서서 대본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선택해 학생 한명의 귀에 속삭임. 학생들은 옆 학생의 귀에

같은 문장을 속여 이어가고 마지막 학생이 큰 소리로 그 대사를 말함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9-10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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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11-12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Worksheets, Internet

학습

목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대사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마임을 통하여 연기 연습하기

2. 대사에 맞는 표정, 몸짓 연습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연극 동영상을 감상하며 연기 보기

- 이번 수업 시간 활동 안내

전개

1. 감정 표현 연습하기

- 각각 한 가지 감정이 적힌 카드(사랑, 증오, 욕심, 부러움, 질투, 슬

픔, 행복, 놀람, 두려움 등)를 소그룹 내의 한 학생 당 네 장씩 준비

함

- 각 학생은 카드에 적힌 감정들을 무언극으로 표현

- 나머지 그룹원은 그 감정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생각

2. 사진 묘사하기

- 그룹별로 사진을 한 장씩 나누어 줌

- 사진과 어울리는 1분짜리 연극을 준비

- 연극의 마무리는 사진 속의 모습과 같은 자세로 끝내야 함

- 그룹별로 자신들의 연극을 보여주고 가장 잘 표현한 그룹에게 칭

창상을 줌

3. 그룹별로 대사에 맞는 연기 연습하기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11-1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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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Special Lesson2.

Find the True King
대상 중학교 1학년

주제 영어연극 차시 13-14차시

형태 협동학습 자료 영어연극 소품

학습

목표
총연습 및 리허설을 통해 영어연극 완성하기

학습

내용

1. 영어연극 리허설을 통해 무대 완성하기

2. 대사암기나 연기가 미흡한 부분 보완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도입

- 출석 확인하기

- 지난 시간에 배운 학습 복습하기

- 이번 시간 수업 활동 안내

전개

1. 영어연극 총연습하기

- 영어연극 총 시간을 5∼6분으로 조정하기

- 영어연극 동선 맞추기

- 발성 확인하기

- 대사암기나 연기가 부족한 학생 격려하고 연습하기

2. 영어연극 리허설을 통해 무대 완성하기

정리
- 자기 평가지를 통해 수업활동 돌아보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영어연극 수업지도안 13-1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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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설문]

< 영어연극 수업 참여학생 사후 설문>

이 면담은 향후 더 나아진 영어연극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영어연극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면담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영어연극 수업을 하는 동안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2. 영어연극 수업을 하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3.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룹 구성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룹 내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

엇입니까?

5. 영어연극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룹 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6. 영어연극 소그룹을 무작위 구성, 자율 구성, 성적 기반 구성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구성방식을 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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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Grouping Methods

in English Drama Proj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Class Participation

Kim, Moyoung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grouping

methods(Random grouping, Intimacy-based grouping, English

academic achievement-based heterogeneous grouping) in English

drama proj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class participation. The below are the research

questions being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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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does English drama project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2. How does grouping methods in English drama project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3. How does grouping methods in English drama project affect

class participation?

To address these questions, Role Play Assessment Scoring

Criteria Table(RPASCT) and Class Participation Scale(CPS) were

developed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RPASCT is composed of three subconstructs: ① Content, ②

Language use, ③ Body Language and Attitude. The Class

Participation Scale is composed of three subconsructs: ①

Sincerity and Enthusiasm, ② Responsibility, ③ Consideration for

group members. Two sets of role play assessments were conducted

on 80 male students(three classes) in middle school. After the first

role play assessment, students in each different class participated in

the English drama project with three different grouping methods.

Students took English drama project for two months and then the

second role play assessment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nglish drama project had drastic effects on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score for the second role play

assessment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e first set of results

(t=-15.70, p<.001). Also, as an attempt to test the difference in each

sub-category of RPAS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cond set

of assessment scores were statistically higher in every categ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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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SCT.

Second, the effects of different grouping methods on the total

score and each subconstructs' scores of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effects of different grouping methods on the total score

of Class particip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scores of the 'Consideration for group members' category revealed

a difference, in that the Intimacy-based grouping tended to yield

the higher score compared to the English academic

achievement-based heterogeneous grouping method(F=4.045, p<.05).

In sum, the effects of English drama project is drastic on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even though the effects of different grouping method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class participation. Therefore, teachers should make the

curriculum with constant interest in English drama project and use

English drama project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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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competency, clas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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