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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중 하나는 바로 ‘의사소통역량’

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량 중 하나로 의사소통역량을 제

시하였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로 의

사소통하는 역량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어교

육에 있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중 하나인 과업중심 수업

(Task-Based Instruction)은 영어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영어

교수법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영어 교과서 분

석 결과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이 실생활과 관련성이 적었으며,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학생의 인지적 측면 또는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생활 관련 과업을 활용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활용하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실시 전·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 차이를 분석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

통능력’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여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영어 의

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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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

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표’를 개

발하였다.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는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3가지 하위 영역(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수업참여도 척도’는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의 3가지 하

위 영역(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척도 모두 구인타당도와 신뢰도

(Cronbach’ α)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H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 학

생 128명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2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9년도 8월 말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및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24차시 진행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실시 기간의 2/3지점인 10월 중순에 ‘수업참여도’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끝난 10월 말 ‘영어 의사소통능

력’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기 전·후 점수를 활용하여 종속

표집 t검증을 한 결과, 사후검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사전검사

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3.92,

p<.001). 또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이 있었다(p<.001).

둘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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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통제변인(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

사소통능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600, 통제변인을 설정한 경우 .446으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셋째,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통제변

인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543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통제변인을 설

정한 경우에도 .322로 유의하였다(p<.01).

넷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여

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326으로

유의하였고(p<.01), 통제변인을 설정한 경우에도 .143으로 유의하였다

(p<.01). 이때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

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수업참여도가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

어 의사소통능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

여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때 수업

참여도가 두 변인을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통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구조방정식 모형

학  번 : 2018-2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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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사회는 고도로 발달

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의 발전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은 교육

의 변화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각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

기 위해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21세기 사회를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

로젝트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3가지 핵심역량(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

용 능력,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도구를 상호작용

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규정하고 각각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백순

근 외, 2017; 이광우 외, 2008; 윤현진 외, 2007).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교육과정을 통해 중

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

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또한 Golinkoff, R. M., Hirsh-Pasek,

K.(2016)은 21세기 사회에 학생들이 꼭 키워야 할 6가지 핵심역량인 ‘6C

역량’으로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콘텐츠

(Content),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 자신감(Confidence)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21세기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 가운데에서도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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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고 있는 역량 중 하나는 바로 의사소통역량이다. 특히, 정보화·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영어 교수법은

오랜 시간 영어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에 따라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 청화식 교수법

(Audiolingual Method),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 등 다양한 영어 교수법들이 등장하였다(김재혁, 2009).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등장하며 다른 교수법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언어사용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및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는 수업방식이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언어 학습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에 있다고 보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임유리,

2017). 여기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이란 언어

적 능력(language competence)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적절히 사용(use)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주미진,

2009; Bachman, 1990).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최근까지도 영어 교수법

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교수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21세기 사회에 필요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기반을 둔 여러 형태의

수업 방법이 등장하였는데,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 협동언어

학습(Cooperative Language Learning), 내용 중심 수업(Content-Based

Instruction), 과업중심 수업(Task-Based Instruction)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수법이 바로 과업중심 수업

(Task-Based Instruction)이다. 과업중심 수업이란 의사소통 중심 교수

법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방법으로, 목표 언어(예: 영어)를 사용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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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과업(task)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다(이완기, 2015). 여기서 과업이란 학습자

가 실제로 달성해야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어의 의사소통을 통

해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활동(Willis, 1996)으로 토론하기, 역할놀이, 프

로젝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김재혁(2009)에 따르면 과업중심 수업은

적용 범위가 넓으며 의사소통 접근법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체화한 교수

방법이다. 따라서, 과업중심 수업은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가치가 높은 수업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영어 교육에 있어 과업중심

수업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는 실생활의 의사소통을 촉진시

킬 수 있도록 실생활 과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Long(1985)과 Skehan(1998)은 과업을 정의하면서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Ellis(2003)와 김용명과 강문구(2013)도 과업의 조건 중 하

나로 실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의사소통 향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과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과 김해

동(2012)에 따르면, 실제 교사들은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는 데 있어 실

생활 과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류빛나(2017)에 따

르면 초등학생들은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이 실생활 의사소통에 별

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연

구 결과들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선행연구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자

신감, 기대감, 협동심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김현

재, 2007; 고한아, 2017),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만 효

과가 있다는 연구(서은정, 2017; 이혜수, 2017; 채연숙, 2017),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정의적 요인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모두에 효과가 있다는 연

구(이혜경, 이재현, 2002; 이상훈, 2007; 최리, 2008; 정행, 노영신, 2009;

성귀복, 김은주, 2010; 신성은, 김해동, 2012; 조은혜, 2012; 김한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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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홍, 안덕규, 임병빈, 2014; 김민정, 임희정, 2017; 서지나, 임희정,

2017; 임유리, 2017)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업중심 영

어수업을 실시할 때 어떠한 변인들이 어떠한 논리나 과정으로 영어 의사

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연구의 종속 변인이었던 정의적 요인과 영어 의사소통능

력을 종합하여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통해 정

의적 요인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지 경험

적으로 분석한다면 서로 다른 선행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과업중심 영어수업

에 대한 태도, 수업참여도, 의사소통능력을 서로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왜냐하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실제로 실시

한 결과, 태도(흥미, 자신감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이혜경, 이재

현, 2002; 이상훈, 2007; 최리, 2008; 정행, 노영신, 2009; 김민정, 임희정,

2017), 수업참여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조은혜, 2012; 전태

정, 안경자, 2016; 임유리, 2017; 성귀복, 김은주, 2010; 신성은, 김해동,

2012; 김한나, 2013). 즉,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논리와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수업에 제시되는 과제에 대한 태도가 수

업참여도의 선행변인이며(Wigfield & Eccles, 1992; 정은이, 2012; 권구

경, 정현미, 2018), 수업참여도가 영어성취도의 선행변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한신일, 이석열, 2012; 이현순, 조정순, 이유리, 2012; 오영교, 차성

현, 2017; 김준엽, 박인용, 시기자, 2014; 김양분, 신혜진, 강호수, 2016;

정윤경 외,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업참여도가 과업중심 영어수

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수

업참여도가 두 변인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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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과업중심 수업의 본래 취지인 실생활과의 관련

성을 살리고 서로 다른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울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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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2.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영어 의사소

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4)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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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업중심 영어수업

가.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개념과 발전

19세기경 라틴어 교육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교수법인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으로 언어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문

법-번역식 교수법은 기존 모국어로 문법 규칙과 어형을 습득하고 이를

번역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19세기 말에 문법-번역식 교수

법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프랑스의 교수인 F.

Gouin(1831∼1896)의 영향을 받은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이 등장

하였다. 직접식 교수법은 외국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며, 일상생활의 언

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이다(권오량, 1995).

20세기에 들어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미군 군대에서 활용하던 교수법에서 출발한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이 등장하였다. 이는 높은 목표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 모방과

암기로 듣기, 말하기 기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1970년대에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침묵식 교수법

(Silent way), 공동체 언어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암시

적 교수법(Suggestopedia),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 등이 유행하였으나, 이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등장함에 따라 빛을 잃기 시작

하였다(김재혁, 2009).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목

적을 두며 언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과 유창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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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수법이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오늘날까지도 언어교육의 주

류를 형성하며 언어교육방법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한 여러 수업 방법들이 등장

하였는데,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 협동언어 교수법

(Cooperative Language Learning), 내용 중심 수업(Content-Based

Instruction), 과업중심 수업(Task-Based Instruction)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그 중에서 과업중심 수업(Task-Based Instruction, 혹은

Task-Based Learning, Task-Based Language Teaching)은

Prabhu(1987)가 1987년에 처음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학급에서 제안한 이

래로 수많은 연구자들과 언어교육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교수법이다

(김덕영, 2013). 김재혁(2009)에 따르면, 과업중심 수업은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및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환경 모

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의 영어 교수법 연구의 대부

분이 이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업중심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방법으

로, 학습자들이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를 사용하도

록 하는 수업방법이다. 과업중심 수업에서는 학습할 언어형식과 기능을

담고 있는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언어사용 기

회를 경험하게 하여 목표언어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과 전략을 신장시킨

다. 따라서 과업중심 수업은 목표언어의 습득이 단순한 조작이나 기계적

반복연습이 아닌 언어적 과업수행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전인재, 2005; Willis & Willis, 2007).

Willis(1996)는 과업중심 수업을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용하여 서로 협

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을 고안하여 제시하고 그 과업을 완수하도

록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정원과 이경자(2005)는 과업중심 수

업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할 목적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업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어를 배

우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Thornbury(2006)는 과업중심 수업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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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가능한 한 실생활과 관련된 과업을 제시하고 과업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

는 학습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완기(2015)는 과업중심 수업을 과업을 통

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중심교

수법으로서, 학생들에게 목표언어를 사용하도록 동료들과 서로 협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을 제시하고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과업중심 수업은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하는 수업방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한편 과업중심 수업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일환이긴 하지만 두 수

업방식에 차이점이 있다면, 과업중심 수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습

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업 전 단계 활동이 있고, 언어 형태

(form)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이 있다(이남미, 강용구, 송해성, 2012;

최은영, 2007).

  나. 과업중심 영어수업 모형

과업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Willis(1996)와 Skehan(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이 있으며 과업중심 영어수업 모형은 주로

Willis(1996)와 Skehan(1996)의 모형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Willis(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

Willis(1996)는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과업 전 단계(pre-task), 과업

순환 단계(task cycle), 언어 중심 단계(language focus)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첫째, 과업 전 단계는 교사가 선택된 주제를 소개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낸다. 또 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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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단어, 어구, 문장 등을

활성화한다. 이때 학생들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적 준비를 할 수 있

도록 어구나 문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특정 문법 형태나 기능을 제시하

지는 않는다.

둘째, 과업 순환단계는 다시 과업 수행단계(task), 발표 계획 단계

(planning), 발표 단계(report)로 나뉜다. 과업 수행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짝이나 모둠별로 과업을 하고 새로운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교사는 학

생들을 지켜보며 도와준다. 계획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한 과업의

결과와 과정에 대하여 반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할 계획을 세운다. 발표

단계에서는 과업을 수행한 짝이나 모둠별로 발표를 하고 서로의 과업을

비교하며 듣는다.

셋째, 언어 중심단계는 다시 분석(analysis)과 연습(practice)의 단계로

나뉜다. 분석 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재와 예문들을 분석하고 교사는 학생

들이 분석한 것을 검토한다. 연습 단계는 분석단계에서 얻어진 단어나

구문, 문장을 연습하는 단계로 반복하기, 빈칸 채우기, 문장 묶어 쓰기,

상용어 목록 만들기, 녹음하기 등이 있다.

Willis(1996)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표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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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Willis(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

(2) Skehan(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

Skehan(1996)은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크게 과업 전 단계(pre-task), 과

업 단계(during task), 과업 후 단계(post-task)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업 전 단계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

과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단계로 주로 과업 소개 및 학습 목표와

연관 있는 어휘를 제시하고 새 언어형식을 도입한다. 또 교사는 유사과

업을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과업 수행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특히

이때는 제한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업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단계는 인지 향상 활동

(consciousness-raising activity)을 포함한다. 인지 향상 활동이란 언어구

조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활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본 과업과 비슷한 모습을 비

단계 교수·학습활동

과업 전
단계

(pre-task)

Ÿ 교사가 관련된 주제 소개
Ÿ 주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단어, 어구, 문장
활성화

과업 순환
단계

(task cycle)

과업수행
(task)

Ÿ 학생들이 짝이나 모둠별로 과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표현 사용

Ÿ 교사는 학생들을 도와줌

계획
(plan)

Ÿ 학생들은 수행한 과업의 결과와 과정에 대하
여 반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할 계획을 세움

Ÿ 교사는 학생의 발표 계획을 도움

발표
(report)

Ÿ 학생들은 짝이나 모둠별로 발표를 하고 나머
지 학생들은 자신의 과업과 비교하면서 듣기

Ÿ 교사는 학생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함

언어 중심
단계

(language
focus)

분석
(analysis)

Ÿ 학생은 언어 규칙, 문장 등에 대한 분석 수행

연습
(practice)

Ÿ 학생은 분석단계에서 얻어진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기, 빈칸 채우기 등으로 연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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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 접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과제와 관련된 도식

적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과업 단계에서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업 수행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교사는 과업을 달성할 때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속도, 진행시간, 참여자 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요소를 주의 깊

게 살펴서 과업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활동

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각자료나 활동 보조자료 등의 제시에도 보다 유

의해야 한다.

과업 후 단계에서는 과업 활동 중에 사용한 언어 형식을 다시 돌이켜

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과업을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자

신이 배웠던 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언어 형식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업 후에도 인지 향상 활동이 이루어진다.

<표 Ⅱ-2> Skehan(1996)의과업중심수업모형(박치홍, 안덕규, 김병빈재인용, 2014)

단계 목표 예

과업 전

(pre-task)

인지적: 이후 과정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

새로운 과업의 소개, 관찰하기,

유사한 과업 해보기, 계획하기

언어적:

새로운 언어 형식을 소개

표면적인 교수
(explicit teaching)
암시적인 교수
(implicit teaching)
인지 향상 활동
(consciousness-raising
activity)

과업

(during task)

압박감을 조정:
균형감 처리에 영향
(manipulate pressure)

속도(speed),
마감시간(deadline),
참여자의 수, 이해관계(stakes)

측정(calibrate): 균형감
처리에 영향

시각적인 자료의 제공
새로운 요소의 소개

과업 후

(post-task)

회상하기(retrospect)
언어형식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public performance)
분석(analyze), 인지 향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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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중심 영어수업 관련 선행 연구

1980년대 이후 과업중심 수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으며, 과

업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업의 유형

과 과업에 관련한 요인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

할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상지, 2019; Ellis, 2000). 또한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요약하자면 의사소통 중심,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임유리, 2017). 학습자들이 목

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하며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과업

중심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이라는 교육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영어 교육에 있어 과업

중심 수업 관련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시스

템인 RISS에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대략 100여편에 가까운 논문

이 등록되어 있다. 관련 논문을 분류해본 결과, 크게 과업중심 영어수업

개발 연구와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과업중심

영어수업 개발 연구란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모형이나 지도안 등을 개발

한 연구를 의미한다.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연구란 과업중심 영어수업

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의미한다.

연구의 양에 있어서는 과업중심 영어수업 개발 연구에 비해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연구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

과 연구 중에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인식하는 효과

를 분석한 효과 인식 연구보다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학습자에게 직접 적

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효과 검증 연구가 훨씬 많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 검증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우선 과업중심 영어수업 개발 연구로는 위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과

업중심 수업 모형인 Willis(1996)와 Skehan(1996)의 모형을 변형 및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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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과업중심 영어수업 모형을 새롭게 개발한 모형 개발 연구(박희

정, 2000; 최정우, 2010; 이영진, 홍우승, 이승렬, 2006; 이상훈, 2007),

Willis(1996)와 Skehan(1996)의 모형 혹은 재구성한 모형을 구체적 차시

나 주제에 알맞게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한 수업 개발 연구(양진영, 2007;

현태덕, 2010; 조은형, 2014; 김영현, 2015)가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3> 참조).

<표 Ⅱ-3> 과업중심 영어수업 개발 연구

과업

중심

영어

수업

개발

연구

모형

개발

연구

박희정
(2000)

Willis(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재구성하여 초

등학생을 위한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제시함

최정우
(2010)

박희정(2000)의 모형을 재구성하여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적합한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제시함

이영진·
홍우승·
이승렬
(2006)

Willis(1996)와 Skehan(1996)의 과업중심 모형을

활용하여 통합된 읽기 및 쓰기 지도를 위한 과업

중심 수업 모형을 제시함

이상훈
(2007)1)

Willis(1996)와 Skehan(1996) 등의 모형을 참고하여,

교과서 구성체계에 맞고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개발함

수업

개발

연구

양진영
(2007)

Willis(1996)의 모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 영어 교

과서의 차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함

현태덕
(2010)

Skehan(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교

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작하고 실

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차시에 적용함

조은형
(2014)

Skehan(1996)의 모형을 활용하여 이중 언어 쓰기

지도를 위한 과업중심 수업안 및 활동지를 개발함

김영현
(2015)

Willis(1996)의 과업중심 수업모형을 적용할 수 있

도록 기존 초등 영어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안

을 구성함

1) 이상훈(2007)의 연구는 과업중심 영어수업 개발연구,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연구에
모두 해당되므로 각 항목에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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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 연구 중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인 효과 인식 연구와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직접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인 효과 검증 연구가 있다.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 인식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교사들이 인식

하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는 유의미 학습, 학생의 적극적 참여 및

흥미유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귀복, 김은주, 2011; 신성은, 김해

동, 2012; 김한나, 2013). 그리고 학생들은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효

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실시되길 원하지 않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고은미, 유원호, 2016). 과업중심 영어수

업의 효과 인식 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표 Ⅱ-4>와 같다.

<표 Ⅱ-4>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연구(효과 인식 연구)

과업

중심

영어

수업

효과

연구

효과

인식

연구

(설문

조사

연구)

성귀복·
김은주
(2011)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 과업중심 수업의 효

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교사의 경우 과

업중심 수업의 효과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및

흥미 유발에 있다고 생각

신성은·
김해동
(2012)

교육경력별·교육기관별 영어교사들이 생각하는 과

업중심 수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교사들

은 특히 유의미한 학습, 유창성 증진, 흥미유발 측

면에서 과업중심 수업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함

김한나

(2013)

교사들이 인식하는 과업중심 수업의 효과는 바로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며,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의 참여 및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었음

고은미·

유원호

(2016)

상급 영어능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과업중심 수업

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업중심

수업이 영어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

으나 실제 수업에서 실시되지 않길 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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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검증 연구들의 결과는 서로 상이하였다. 우선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정의적 요인에만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로는 김현재

(2007)의 연구가 있다. 김현재(2007)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

업중심 영어쓰기 수업 연구를 하였다. 그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

어 쓰기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신감, 기대감에는 유의한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고한아(2017)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기법 활용 과업중심 영어읽기 수업을 하였는데 사전·사후 영

어 읽기, 쓰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교사 인터뷰 결과 과

업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협동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만 효과가 있다는 연

구로는 서은정(2017)과 이혜수(2017)의 연구가 있다. 서은정(2017)은 1-4

학년 방과 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듣기, 말하기

능력에는 유의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태도에는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혜수(2017)의 연구에서도 초등

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채연숙(201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수

업을 실시한 결과 영어 쓰기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정의적

영역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영어 의사소통능

력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혜경과 이재현

(2002)의 연구에서 과업중심 상호협력 영어학습은 초등학생의 영어 듣

기·말하기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감을 상승시켰다. 이상훈

(2007)은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였을 때

음성언어 기능과 자신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리

(2008)는 과업중심 준비학습을 통한 영어 역할극 지도가 초등학생의 영

어 말하기 능력과 흥미, 자신감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

다. 정행과 노영신(2009)은 6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과업중심 영어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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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했을 때, 심화 그룹의 읽기·쓰기 능력과 흥미,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조은혜(2012)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

업중심 영어쓰기 수업이 영어쓰기 능력과 흥미도, 참여도, 자신감에 유의

한 상승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박치홍, 안덕규, 임병빈(2014)은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언어 기능 통합 지도를 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영어 독해력과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전태정과

안경자(2016)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휘 집중 과업 활동 영어수업이

상, 중, 하 집단의 어휘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중, 하 집단

의 흥미도, 참여도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김민정, 임희정

(2017)은 5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기법을 적용한 과업중심 영어수

업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과 흥미도, 말하기 인식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서지나, 임희정(2017)은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

통합 글쓰기 과업 수업이 쓰기 능력의 하위 요소인 과업 완성도, 내용

적절성, 글의 구성, 언어 정확성 측면에서 유의한 향상효과가 있다고 하

였다. 임유리(2017)에 따르면 3-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수업이 듣기, 말하기 능력, 학습태도, 자신감, 흥미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

다. 이렇게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 검증 연구는 연구마다 다양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 검증 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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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과업중심 영어수업 효과 연구(효과 검증 연구)

과업

중심

영어

수업

효과

연구

효과

검증

연구

(유사

실험

연구)

이혜경·
이재현
(2002)

과업중심 상호협력 학습은 4학년 초등학생의 듣기·

말하기 능력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이상훈

(2007)

새로 개발한 모형을 적용한 과업중심 수업을 하였을

때 5, 6학년 학생의 음성언어기능과 자신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최리

(2008)

과업중심 준비학습을 통한 역할극 지도는 5학년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과 흥미, 자신감 신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김현재

(2009)

3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쓰기수업은

영어 쓰기 능력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자신

감, 기대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정행·
노영신
(2009)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과업중심 학습

을 시행했을 때, 심화 그룹의 읽기·쓰기 능력과 흥

미,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조은혜

(2012)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영어쓰기

수업이 쓰기능력과 흥미도, 참여도, 자신감에 유의

한 효과를 주었음

박치홍·
안덕규·
임병빈
(2014)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언어기능 통

합 지도를 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

독해력과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전태정·

안경자

(2016)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휘 집중 과업활

동 수업이 상, 중, 하 집단의 어휘능력 향상에 유

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중, 하 집단의 흥미도, 참여

도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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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중심

영어

수업

효과

연구

효과

검증

연구

(유사

실험

연구)

고한아

(2017)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기법

을 적용한 과업중심 영어읽기 수업이 학습자의 읽

기, 쓰기 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교사 면

담 결과, 과업중심 수업은 학생들의 협동심에 긍정

적 효과가 있었음

김민정·

임희정

(2017)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기법을 적

용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

성과 흥미도, 말하기 인식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서은정

(2017)

1-4학년 초등 방과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과업

중심 수업이 듣기, 말하기 능력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영어 학습 태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

었음

서지나·

임희정

(2017)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통합 글쓰기

과업중심 수업이 쓰기 능력의 하위요소인 과업 완

성도, 내용 적절성, 글의 구성, 언어 정확성 측면에

서 유의한 향상 효과가 있었음

이혜수

(2017)

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수업이

말하기, 쓰기 능력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만 정

의적 영역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음

임유리

(2017)

3-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수업이

듣기, 말하기 능력, 학습태도, 자신감, 흥미에 유의

한 효과가 있었음

채연숙

(201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수업이 쓰기능력

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정의적 영역에는 유의

한 효과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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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과업중심 수업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과업중심 수업에서 제시되는

과업(task)이 실생활과 관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Long(1985)은 교육

적 과업이 과업중심 수업의 분석 단위가 되어야 하며 교육적 과업은 실

제 생활과 연관된 과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kehan(1998)은

과업이란 의미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행해지는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활

동이라고 하였다. Ellis(2003)는 과업이 갖추어야 할 중요 요건 중 하나가

실제적 과정과의 관련성이라고 언급했으며, 김용명과 강문구(2013)도 과

업 선별의 원칙 중 하나를 실제성(authenticity)이라고 하였다.

실생활과의 관련성, 즉 실제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Bachman과 Palmer(1996, p.23)에 따르면, ‘실제성(authenticity)’은 ‘학습

과업 또는 시험 과업의 특징과 실제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과업(target

language use: TLU)의 특징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김용명, 강문구, 2013 재인용).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상황은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대화구조

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은 인사하기, 주문하기,

특정한 음식에 대해 묻고 답하기, 추가 주문하기, 가격 묻고 답하기 등의

보편적 대화구조를 가진다. 이 보편적 대화구조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면

서 학습에 알맞게 추상화된 과업이 바로 목표 과업(TLU)이다. 따라서,

영어수업시간에 제시되는 모든 학습 과업은 이 목표 과업과 일치할수록

실제성을 가지게 되고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습 과업에 이 보편적 대화구조가 조금이라도 누락되었다면 그 학

습 과업은 실제성이 떨어지며 학습자들의 실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에 있어 과업의 사용

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다양한 과업이

제시되어있었다. 하지만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결과, 교과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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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러 가지 과업들의 실제성은 높지 않았다.

일례로, 초등학교 5학년 C 교과서 5단원에 제시되어있는 ‘모둠별 음식

주문표 만들기’ 과업은 <표 Ⅱ-6>과 같이 서로 역할을 맡아 일부 표현

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과업은

<표 Ⅱ-7>과 같이 실제 상황의 보편적 대화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며 학생들이 실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족한 부분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6> 5학년 C 교과서 모둠별 음식주문표 만들기 과업 진행방식

단계 내용

1단계
네 명씩 한 모둠이 되어 음식 카드 여섯 개를 골라 메뉴판에

붙인 뒤, 이름을 따라 쓴다.

2단계

다른 모둠과 짝을 이루어 서로 음식을 주문해 본다.

1. 두 모둠씩 짝을 이루어 주문받을 순서를 정한다.

2. 모둠 1의 첫 번째 학생이 모둠 2의 첫 번째 학생에게 가서

모둠 1의 모둠 메뉴판을 보여주며 주문을 받는다. (Good

afternoon, may I take your order? / I’d like a fruit salad)

3. 만약 주문하는 학생이 전, 떡, 약과를 주문할 때는 주문받는

학생과 주문하는 학생이 음식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답하는

대화를 한다. (May I take your order? / What’s Jeon? / It’s

a Korean pancake. / It’s delicious. / I’d like Jeon.)

4. 모둠 1의 첫 번째 학생이 모둠으로 돌아오면 모둠 1의 두 번째

학생이 모둠 2의 두 번째 학생한테 가서 음식 주문을 받는다.

5. 모둠 1의 네 번째 학생까지 음식주문을 받으면 역할을 바꾸어

모둠 2가 모둠 1에게 음식 주문을 받는다.

3단계 모둠별로 주문받은 음식으로 음식 주문표를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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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7> 5학년 C 교과서모둠별음식주문표만들기 과업 실제성 분석

목표과업
(음식 주문하기)의 대화 구조

교과서 ‘모둠별 음식
주문표 만들기’ 과업에
제시된 문장구조

목표과업
대화구조
반영여부

인사하기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Good afternoon. ○

주문 받는 말 하기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

특정한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
(What’s ?)

What’s Jeon? ○

특정한 음식에 대해 응답하기
It’s .

It’s a Korean pancake.
It’s delicious. ○

주문하는 말 하기
I’d like .

I’d like Jeon. ○

추가주문 물어보기
Anything else?

- ×

추가 주문 응답하기
Yes, I’d like , too.
No, thank you.

- ×

가격 물어보기

How much are they?
- ×

가격 알려주기

They are .
- ×

이외에도, 신성은과 김해동(2012)에 따르면 실제 교사들은 과업중심 수

업을 하는 데 있어 실생활 과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

며, 류빛나(2017)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이 실생활

의사소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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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life Task-Based I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자 한다. 즉, 실생활 과업중심 수업이란 ‘실생활과 관련된 과

업의 제시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수업

방법’이다. 즉, 과업중심 수업과 달리 실생활 과업중심 수업은 학습자들

이 실생활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상황의 보편적 대화 구조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수업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는 영어과 학습에서의 실생활 과업중심 수업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

업(Real 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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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태도를 학문적 용어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심리학 분야로, 1888년

독일의 심리학자 Lange가 ‘과제 태도’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그 시초

이다(양명희, 1994). 이후 Thomas와 Znanieki(1918)가 미국으로 이민 온

폴란드 농민들의 실태를 비교 연구하면서 태도라는 용어는 심리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우종욱, 이경훈, 1995;

양명희, 1994; Allport, 1935).

태도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우선

Allport(1935)는 태도란 모든 사물과 상황과 관련된 개인의 반응으로 직

접적 혹은 역동적인 영향을 통해 얻어진 경험에 의해 조직된 정신적 혹

은 신경적인 상태라고 보았다. Horne(1985)은 태도란 특정 개인이나 집

단의 반응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행동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태도는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정서의 강도(상경아, 백순근, 2005; Anastasi & Urbina, 1997),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기질(Fishbein & Aizen, 1975), 한 심리적 대상물에 대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Thurstone, 1931), 주어진 대상물들에 대하여 호

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선유 경향(Oskamp, 1977), 특정

대상에 대한 반응의 준비성이며, 그 대상에게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감정(김미림, 2010) 등으로 정의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태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통해 Koballa(1988)가 제

시한 태도의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Koballa(1988)는 태도의

네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양명희, 2004 재인용). 첫째, 태

도는 학습된다. 홍영식(2017)에 따르면 태도는 선천적인 요소보다는 후

천적으로 학습되는 변경될 수 있는 심리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태도는 다른 상황에서 유사하게 행동하게 하는 일관성이다. 셋째, 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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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태도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의적

이거나 비호의적인 감정이다. 즉, 태도란 어떠한 대상물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Fishbein, 1963; Fishbein & Ajzen, 1975;

Oskamp, 1977; Show & Wright, 1967; Thurstone, 1931). 넷째, 태도는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적으로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교과 및 수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현정, 길혜지(2013)는 EBS 수능강의 수강이 일반계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의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학교수

업태도를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정도, 수업시간 전·중·후에 질문하는 정

도, 수업시간의 다양한 활동(실험·실습, 토론, 모둠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김경희, 신진아(2014)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를 활용하여 학교의 성취도와 향상도를 결정하는 교육맥략변인을 탐색하

였다. 이때 학생변인의 일부로 수업태도와 교과태도를 제시하였는데, 수

업태도는 학습자료·준비물의 챙김정도, 예·복습의 정도, 수업 집중 정도,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등의 참여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교과태도는 교과에 대한 즐거움, 흥미, 학습효용가치, 미래효용가치 등으

로 구성되었다. 노현종 외(2018)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과태도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교과태도를 흥미(공부하는 것에 즐

거움, 공부에 흥미), 가치(다른 교과를 배우는 데 도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영어 교과 및 수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재민, 서천수(2008)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중학생의

영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영어 학습태도를 흥미도,

만족도, 참여도, 학습동기 및 태도, 학습과 관련한 불안감으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함순애(2015)는 초등학생의 영어 과목에 대한 태도가 학습 활

동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영어 과목에 대한 태도를 선

호도, 흥미도, 자신감, 학습량, 중요성 인식 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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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현(2018)은 다양한 수업자료와 수업방식을 사용한 분할수업이 학습

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영어교과

에 대한 학습태도를 교과에 대한 태도(흥미, 성취동기), 교과에 대한 학

습습관(주의집중)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한편,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는 성귀복, 김은주(2011), 고은미, 유원호(2016)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

모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연

구하였다. 성귀복과 김은주(2011)는 중·고등학생의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효과성, 장점 인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고은미와 유

원호(2016)는 상급 영어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선호도, 효과성, 장·단점 인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두 선행연구 모두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학생들이 인

식하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효과 혹은 장·단점의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하여 학생이 일

관적으로 갖는 긍정적·부정적인 감정 및 성향’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Ⅳ장 2절 참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태도의 구성요인을 정리한

내용은 <표 Ⅱ-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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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태도의 구성요인

구분 선행연구 태도의 구성요인

교과 및

수업에 대한

태도

박현정·길혜지

(2013)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정도,

수업시간 전·중·후에 질문하는 정도,

수업시간의 다양한 활동(실험·실습, 토론,

모둠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김경희·신진아

(2014)

수업태도(학습자료·준비물의 챙김정도,

예·복습의 정도, 수업 집중 정도,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등의 참여 정도),

교과태도(교과에 대한 즐거움, 흥미,

학습효용가치, 미래효용가치)

노현종 외

(2018)

흥미(공부하는 것에 즐거움, 공부에 흥미),

가치(다른 교과를 배우는 데 도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도움)

영어교과

및 수업에

대한 태도

정재민·서천수

(2008)

흥미도, 만족도, 참여도, 학습동기 및 태도,

학습과 관련한 불안감

함순애(2015)
선호도, 흥미도, 자신감,

학습량, 중요성 인식 정도

조진현(2018)
교과에 대한 태도(흥미, 성취동기),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주의집중)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성귀복·김은주

(2011)
효과성, 장점 인식

고은미·유원호

(2016)
선호도, 효과성, 장·단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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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참여도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 학습

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를 제공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의미있

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차민정 외, 2010; 신혜선, 2002; Swan,

2001). 따라서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수업참여(student engagement)는 학

생의 학업적 성공과 학교 생활 이후 사회에서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신복, 신이나, 2015; Wang & Eccles, 2012). 그

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수업에 대한 학생들

의 참여도를 살펴보는 것은 수업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수업참여도 및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Skinner et al.(1990)은 수업참여를 행동의 개시 및 노력과 학업 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을 하는 동안 감정의 상태까지 포함하여 정의

하였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Skinner et al.(2009)은 수업참여를 학습자가

교실상황에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하여 수업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정

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업참여를 노력, 지속

성, 집중, 몰입 등의 행동적 참여와 열정, 흥미, 만족, 활력 등의 정서적

참여로 구분하였으며 수업참여도 검사도구의 하위요인으로 행동참여, 정

서참여, 행동이탈, 정서이탈을 제시하였다. 행동참여란 학습자가 수업시

간에 집중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노력하는 정도이다. 정서참여는 수

업시간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내용 및 활동에 대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정도이다. 행동이탈이란 학습자가 수업 중 배우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활동 및 다른 생각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정서

이탈은 학습자가 수업에 대해 지루함이나 초조함,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이다.



- 29 -

Finn(1989)은 학교에서의 참여를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수행

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며 행동적 영역에서의 참여(participation), 학교

에 대한 정체성(ident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학생 참

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Finn(1989)은 학생의 수업참여를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1수준의 수업참여는 학교 출석을 하고 학교 숙제

를 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2수준의 수업참여는 수업에 열정

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다. 3수준의 수업참여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외에 학교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수

준의 수업참여는 학교의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정희(2004)는 Finn(1989)의 학생 참여 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한

국 교실 수업 상황에 맞는 수업참여도 요인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수

업참여 측정을 위한 수업참여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수준별로 나뉘는데

1수준인 수업의 기피 및 방해 수준, 2수준인 적극적 참여 및 친구 간의

협력 학습 수준, 3수준인 학습공동체 의식 경험으로 구분된다. 1수준은

학생이 수업 기피 및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다루며 이때 수업참여

는 외재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수준은 수업에서 적극적으

로 발표하고 질문하며 친구들과 학습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수준은 수업의 적극적 참여를 넘어서 학업에 대해 내재적 만족을 하며

학업의 효능감, 집중, 자신감, 자존감 등을 느끼는 수준이다.

김태영(2006)은 수업참여도를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수

업 전, 중, 후 활동의 적절성 및 적극성의 정도와 수업에 대한 정서적 유

대감 및 애착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업참여도의 하위 구성요

인을 수업과 관련된 준비와 예습정도 및 심리적 준비 정도인 ‘수업 전

참여도’,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수업에 흥미를 보이고 수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수업 중 참여도’, 수업 후 숙제 및 복습의 정도 및 수

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인 ‘수업 후 참여도’로 보았다.

차민정 외(2010)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업참여도의 정의에 관한 다섯가

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첫째, 수업에서 참여는 과제 또는 활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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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참여에는 관찰가능한 행동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이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는 인지적 및 정서적 차원이 있다. 셋째, 참여는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넷째, 참여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행동은 제외

한다. 다섯째, 참여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된다. 차민정 외

(2010)는 이 다섯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업참여를 학습자가 수업 관련

활동에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능동적 자발적으로 개입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업참여를 ‘수업준비하기’, ‘수업활동하기’, ‘의

사표현하기’, ‘수업확장하기’, ‘수업 열정’ 등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나누

어 수업참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측정도구는 수업 전, 중, 후 단

계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

고 보았다.

한편, 수업참여의 차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 행동, 정서 및 인지적 참여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고 있다(유

신복, 신이나, 2015; Fredricks, Blumenfeld, Friedel, & Paris, 2005;

Jimerson, Campos, & Grief, 2003; Skinner et al., 2008; Wang, Willett,

& Eccles, 2011). 수업참여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여의 차원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Fredricks et al.(2004)은 수업참여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을 포

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

합하여 수업참여를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인지적 참여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태도를 의

미한다. 정의적 참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흥미, 지루, 행복, 슬

픔,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동적 참여란 세 가지 방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결석 같은 부

정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업 활동에 지속적,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 행정과 같은 학교 관련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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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나(2013)는 수업참여도를 학생들이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을 위

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보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적, 인

지적, 정의적 반응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수업참여도를 ‘인지적 참여’, ‘정

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로 나누었다. 인지적 참여란 수업과 관련하여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세우고, 수업 내용과 학습자료, 동료 학생들의 의견

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등의 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정의적

참여는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느끼는 흥미, 자신감 등의 감정을 의

미한다. 행동적 참여는 학생이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

업 중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활동에 참여하고, 수업 후에 복습

과 과제를 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유지혜(2015)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업참여를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의 세 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각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인지적 참여

는 주의집중, 도전적 과제 선호, 학습전략 사용을 포함하며 정의적 참여

는 열정, 흥미, 수업가치를 포함한다. 행동적 참여는 경청, 발표, 질문 및

과제수행, 수업준비 행동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김종렬(2012)과 유신복,

신이나(2015)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수업참여를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

여’, ‘행동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 척도

를 개발하고자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Ⅳ장 2절 참조).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인을 정리한 내용은 <표 Ⅱ-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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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인

선행연구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인

Finn(1989)

1수준(학교 출석을 하고

학교 숙제를 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2수준(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성을 가지기)

3수준(공식적인 교육과정 외에

학교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4수준(학교 행정에 참여하기)

Fredricks et al.(2004)

인지적 참여(동기, 노력, 전략사용 등),

정서적 참여(흥미, 가치, 감정 등),

행동적 참여 (규칙 준수, 과제 수행 등)

Skinner et al.(2009)
행동적 참여(노력, 지속성, 집중, 몰입 등),

정서적 참여( 열정, 흥미, 만족, 활력)

최정희(2004)

1수준(수업의 기피 및 방해 수준)

2수준(적극적 참여 및 친구간의 협력 학습 수준)

3수준(학습공동체의식 경험)

김태영(2006) 수업 전 참여도, 수업 중 참여도, 수업 후 참여도

차민정 외(2010)
수업준비하기, 수업활동하기, 의사표현하기,

수업확장하기, 수업 열정

김종렬(2012) 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여, 행동적 참여

신안나(2013)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유신복·신이나(2015)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유지혜(2015)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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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 의사소통능력

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개념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은 학생

들이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 교육부(2018)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교과가 일상생활에서 사

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성격의 교과

로서 음성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언

어의 실제적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Hymes(1967, 1972)가 처음 쓰기 시

작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용어는

Wilkins(1976)와 Widdowson(1978) 등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사용

하면서 영어교육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한종임, 전지현, 2001). 선

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Savignon(1983)은 의사소통능력을 ‘진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의사소통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

니라 상대적이며 관여한 모든 참여자들의 협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

다.

Brown(1994)은 의사소통능력이란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 상호 간에 뜻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 능력의 한 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Brown(1994)은 외

국어로서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능

력’도 의사소통능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종임과 전지현(2001)은 의사소통능력을 어휘, 문법 규칙, 통사구조

등에 관한 언어적 지식 이외에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및 그

외의 여러 가지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적절

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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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애(2005)는 의사소통능력을 언어 자체에 관한 지식, 즉 언어적 능

력(language competence)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상

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며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축해나가고 타협해나가는 상호 협동적이고도 상호작용

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강기수 외(2013)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을 종합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람들 간에 지식, 정보, 의

견, 감정, 태도 등을 주고받는 능력과 그 의미를 공유하는 능력을 포괄하

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함순애(2015)는 의사소통능력을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언어 능

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 및 구성된 언어를 때와 장소, 목적, 상대방에 맞도록 기능

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즉, 일반적인 영어 능력이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이나 영

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

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방이 춥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거나 쓰는 능력은 일반적 영어 능력이지

만, ‘방이 춥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떠한 특정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단

순히 방이 춥다고 말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방이 추우니 창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등), 이해한 의미에 맞게 영어로 대답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이완기, 2009). 위에서 제시했듯이, 우리

나라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

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영

어 능력보다는 교육과정 목표에 맞게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 능력(能力, ability)과 비슷한 개념으로 역량(力量,

competency)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능력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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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의미한다면, 역량은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뛰어

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사람의 차별화된 행동특성 및 태도를 의미한다(김

모영, 2019; 이홍민 외, 2009; 황은희, 백순근, 2008; Dubois, 1998;

Jacobs, 1989; McClelland, 1973). 현재, 의사소통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역량의

개념 또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부(2015)는 의사소통역량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 이광우 외(2008)는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자

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말과 글을 정확하

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역량을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역량의 개념을 참고하

여, 이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

여 타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의사소통능력에 대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단일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차원적 가분성(multidimensional divisibility) 이

론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한종임, 전지현, 2001;

Chalhoub-Deville, 1997).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선행 연구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ymes(1972)는 의사소통능력을 언어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언어를 보

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언어가 쓰이는 상황과 맥락

에 어색하거나 부적절하지 않은지, 언어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의 4가

지 요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이완기,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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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le &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이 문장 패턴, 어휘, 철자, 음운

등과 관련된 지식인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서로 다른 사

회·언어적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언어

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여러 문장이 연결되었을 때 전

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및 일정한 상황에 맞는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인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의사소통상황에서 발생하는 언

어적, 비언어적 소통전략에 관련된 지식인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상훈(2007)은 음성언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유창성, 정확성

(언어형식), 발음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음성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였다.

김정렬, 한희정(2009), 권선희, 이정은(2012), 전형진, 임병빈(2014)은 의

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설정하였다. 한편,

최정우(2010)는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고 말하기의 측정요소로 발음, 어휘, 유창성, 참여도를 설정하였다.

이완기(2007)는 의사소통능력을 언어지식과 언어지식 사용기술로 나누

고 언어지식에는 어휘, 문법, 발음 그리고 형태 등을 포함 시켰으며 언어

지식 사용기술에는 실용적, 조직적, 전략적, 그리고 창의적 사용기술 등

을 포함시켰다.

한편, 의사소통역량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혜정 외(2015)는 의사소통역량을 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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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정우 외(2016)는 의사소통역량을 지식(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맥

락), 기능(의사소통에서의 의미 수용과 평가, 의사소통에서의 의미 생산

과 표현,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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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근 외(2017)는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의 하위영역과 하위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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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성,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분위기 조성), 수신력(경청, 적절한 반

응, 내용 이해력, 상황 파악력, 비교·분석)으로 설정하고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이 개발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도

구인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K-CESA)에서는 의사

소통역량의 하위요인을 적극적인 경청(listening)과 이해능력

(understanding), 효과적인 의사전달(communication) 및 발표

(presentation), 토론과 중재(discussion and moderation)로 구성하였다.

김모영(2019)은 영어 연극 수업에 따른 의사소통역량의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해 의사소통역량 측정 하위요인을 발표내용(내용 적절성, 내용 충

실성, 과제 완성도), 언어 사용(정확성, 유창성, 다양성), 자세 및 태도(몸

짓 언어, 수행태도)로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 및 역량의 구성요인을 표로 제

시하면 <표 Ⅱ-10>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자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Ⅳ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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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의사소통능력(역량)의 구성요인

선행연구 의사소통능력(역량)의 구성요인

Hymes(1972)

언어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언어를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언어가 쓰이는 상황과 맥락에
어색하거나 부적절하지 않은지, 언어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의 4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Canale &
Swain(1980)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이상훈(2007) 유창성, 정확성(언어형식), 발음

이완기(2007) 언어지식, 언어지식 사용기술

김정렬·한희정
(2009)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최정우(2010) 듣기, 말하기(발음, 어휘, 유창성, 참여도), 읽기, 쓰기

권선희·이정은
(201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형진·임병빈
(2014)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한혜정 외
(2015)

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이정우 외
(2016)

지식(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맥락), 기능(의사소통에서의
의미 수용과 평가, 의사소통에서의 의미 생산과 표현,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가치/태도(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

백순근 외
(2017)

발신력(말하기, 글쓰기, 표정·몸짓, 시청각 자료, 상징·기호),
내용 구성력(간결성,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분위기 조성),
수신력(경청, 적절한 반응, 내용 이해력, 상황 파악력,

비교·분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7)

적극적인 경청(listening)과 이해능력(understanding),
효과적인 의사전달(communication) 및 발표(presentation),

토론과 중재(discussion and moderation)

김모영(2019)
발표내용(내용 적절성, 내용 충실성, 과제 완성도),

언어 사용(정확성, 유창성, 다양성),
자세 및 태도(몸짓 언어, 수행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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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의 관계

  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의 관계

기존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들 중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과

업중심 영어수업이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수업에서 제시되는 과제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일환

으로 실생활 과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선,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수업참여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다음

과 같다. 성귀복, 김은주(2010)는 중·고등학생 및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를 대상으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과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은 과업중심 영

어수업의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은혜(2012)는 5

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쓰기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사전·사후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한나(2013)는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학생들의 적극적

인 수업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은미와 유원

호(2016)는 고등학교 상급 수준 영어 학습자들의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상급 수준 영어 학습자들은 과업중

심 영어수업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업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

다. 전태정, 안경자(201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휘 집중 과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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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업을 실시하였을 때, 중, 하 수준 학습자들의 사전·사후 수업참여도

에 유의한 상승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유리(2017)는 초등

학교 3∼4학년 영어 학습자들에게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실시한 뒤 사후

학습 태도(수업참여도) 검사를 실시했을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업

참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수업에서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

향의 경우, 태도의 하위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성 인식, 호감도, 자

신감 즉, 과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호감도, 자신감 등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Wigfield & Eccles(1992)는 학습자가 과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과제

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알게 될 때 이는 수업참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과제가치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과제를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도(Pintrich, Smith, Garcia, & McKeachie, 1991)인

데, 정은이(2012)는 대학생 학습자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권구경과 정현미(2018)는 플립러닝 환

경에서 중학생 학습자의 과제가치가 교실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수

업 중 제시되는 과제에 대한 태도인 과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호감도

등이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기존의 연구 가운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

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과업중심 영

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긍적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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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 및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 호감도, 자신감과 같은 영어 교

과 및 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혜경과 이재현(2002)은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상호협력 영어학습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일반

수업을 진행한 비교집단의 듣기·말하기 능력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이

유의하게 듣기·말하기 능력의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상훈

(2007)은 초등학생을 위한 과업중심 영어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

을 적용한 결과,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음성언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정행과 노영신

(2009)은 6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과업중심 학습을 시행했을 때, 심화

그룹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쓰기 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고 하였다. 조은혜(2012)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영

어쓰기 수업을 실시했을 때 사전·사후 영어 쓰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서은정(2017)은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듣기·말하기

능력에 유의한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혜수(2017)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개발한 과업중심 영어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

상으로 수업한 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말하기·쓰기능력을 비교한 결

과, 실험집단의 말하기·쓰기 능력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

을 밝혔다. 서지나와 임희정(2017)은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

과 통합 영어 글쓰기 과업 수업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의 하위 요소인 과

업 완성도, 내용 적절성, 글의 구성, 언어 정확성 측면에서 유의한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임유리(2017)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듣기·말하기 능력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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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듣기·말하기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민정, 임희정(2017)은 창의적 사고기법

을 활용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적용한 초등 5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말하기 능력 검사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말하

기 유창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 영어 교과 및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 호감도, 자신감과 같은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소영

(2010)은 초등학생의 영어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주은과 김천기

(2011)는 초등학생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영어 성적에 매우 높은 직접

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영주(2012)는 초등학생의 영어교과에 대한

흥미, 자신감, 긍정적 인식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다미와 김태영(2018)은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

였는데, 학생들의 영어수업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인식이 영어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영어 교과 및 수업에 대한 호감도, 자신감 등과 같은 태도가 영어 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

서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다.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

으나, 수업참여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신일, 이석열(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 참여 적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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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준인 집단과 ‘하’ 수준인 집단의 영어 성취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영어수업 참여 적극성이 ‘상’ 수준인 학생의 영어 성취도가 ‘하’ 수준

인 학생의 영어 성취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현순, 조정순, 이유리(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

성취도를 설명하는 학교 및 학생변인을 2수준 위계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 변인에 있어 영어 수업참여도가 각 학생의 영어 성취도를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교, 차성현(20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영어 성취도에 대한 학생 및 학교 특성 변인을 다층 구조방

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교사가 인식한 초등학생들의 수업참여도

가 영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

엽, 박인용, 시기자(2014)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수준별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는데, 고등학생의 수업 태도, 즉

수업참여도는 영어 성취도 향상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김양분, 신혜진, 강호수(2016)는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성취도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수업 태도가 영

어 성취도 변화량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외(201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 인식, 수업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수업 태도가 영어 학업성취도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수업참여도가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도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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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란 ‘실생활과 관련된 과업의 제시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영어수업’을 의미한다.

또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

업에 대하여 학생이 일관적으로 갖는 긍정적·부정적인 감정 및 성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인을 ‘중요도’, ‘호감도’, ‘자신

감’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자기 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를 제

작하였다. 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가 높을

수록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시작

하기 직전에 측정하였다.

나. 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는 ‘영어수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를 의미한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성

요인을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자기 보고

식 5점 리커트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수업참여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수업참여도는 실생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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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뒤 실시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

업 전체 차시의 2/3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다. 영어 의사소통능력

이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

여 타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측정 영역을 ‘내용 구성’, ‘언어 사용’, ‘자세 및 태

도’, ‘규칙 준수’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의 채점기준표를 제작하였다.

학생에게 사전·사후 역할극 평가를 실시하고 이 영어 의사소통능력 척도

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였다. 영어 의사소통능력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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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

및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 영

어 의사소통능력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살

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2.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5.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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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1],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1]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1 (통제변인 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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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2 (통제변인 설정)

위 모형은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

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때 통제변인(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과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을 모두

분석하여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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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초등

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입시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2018)에 제시된

초등학교 영어교과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

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생

활 과업의 제시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

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부터 영

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따라서 영어를 접한 지 오래되지 않은 3, 4학년

학생이나 소극적인 수업참여를 보이는 6학년 학생보다는 어느 정도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5학년 학생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적합한 학년이라고 판단하

였다. 김영현(2015)도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 중에서도 비교적

언어 경험이 많은 고학년(5, 6학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 절차라고 보

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학년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 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 검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수업참여도 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하

였다. 따라서 ‘수업참여도 척도’ 개발을 위해 2019년 10월 초에 서울시 H



- 50 -

초등학교 6학년 134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응

답 결과와 전문가 검토(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6명)를 바탕으로 수업참여도 본 검사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

나. 본 검사 대상

이 연구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H 초등

학교 5학년 6개 학급 학생 총 125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하였다. 2019

년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24차시를 진행하였고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수

업참여도 검사’,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영어 의사소통능력 평가자

이 연구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평가자는 영어 의사소통능력 평가

전문가 2명이다. 이 평가자들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제작된 평가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한 뒤, 영어 의사소

통능력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 2명의 평

가 결과의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능력 측정의 신뢰도를 높

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부담감 없이 평가에 임할 수 있도

록 2명의 평가자들은 그동안 영어수업을 진행해왔던 영어전담교사와 영

어 원어민강사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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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연구에서 활용할 측정 도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과 대상에 맞게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을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으로 설정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작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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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문항

중요도

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어로 대

화하는 활동이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1. 영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수업 내용을 배우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개인별 과제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호감도

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어로 대

화하는 활동이 있는 수업)을 한다면

5. 영어 듣기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6. 영어 말하기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7. 수업 내용을 배우는 것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8.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개인별 과제를 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자신감

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어로 대
화하는 활동이 있는 수업)을 한다면

9. 영어 듣기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10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11. 수업 내용을 배우는 것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12.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개인별 과제를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표 Ⅳ-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문항



- 53 -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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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5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 요인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915 .920 .948 .957

각 하위영역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신

뢰도가 .915-.94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신뢰

도와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

구라 할 수 있다.

(2)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인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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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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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 주고 있는지를 어떤 이론적인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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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의 상관을

분석하고,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우선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서

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

-3>과 같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

점 간의 상관은 .881-.92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를 통해 각 하위요인들이 실생활 과

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하위영역 간의 상관의 경우에도 .718-.780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이는 세 가지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Ⅳ-3> 실생활과업중심영어수업에대한태도척도의하위영역및전체간상관

상관 분석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호감도 .741**

자신감 .718** .780**

전체 .881** .926** .926**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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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요인의 수

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

로,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

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왜도는 .743≤∣왜도∣≤1.341, 첨도는 .08≤∣첨도∣≤1.943

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2, ∣첨도∣

≤4)을 충족하고 있었다.

한편, 중요도의 듣기 문항과 말하기 문항(1,2번 문항), 호감도의 듣기

문항과 말하기 문항(5,6번 문항), 자신감의 듣기 문항과 말하기 문항(9,10

번 문항)의 상관계수는 .783-.886으로 높은 통계적 상관을 보였고(p<.01),

각각의 문항이 음성 언어기능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묻고 있다고 판단하

여 두 문항 값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

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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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실생활과업중심영어수업에대한태도척도의확인적요인분석모형2)3)

2) 이 척도는 각 하위영역(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을 구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하위영
역별로 매우 유사한 문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같은
하위영역 내 문항 간 오차상관을 설정하였다.

3) 중요도의 1, 2번 문항, 호감도의 5, 6번 문항, 자신감의 9, 10번 문항의 상관계수는
.783-.886으로 높은 통계적 상관을 보였고(p<.01), 각각의 문항이 유사한 내용을 측정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항 값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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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Ⅳ-4>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27.264(18) .991 .982 .064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이 변

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수용하였다. 또한 값
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값이 1.51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

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

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이 있을 때 더 간명한

모형에 유리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05이하의 적합도

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이상 .08이하의 값은 양호한 수준

(reasonable fit)으로, .08이상 .09이하의 값은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적합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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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면, CFI와 TLI가 각각 .991, .982로, RMSEA가 .064로 나타

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7>과

같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

치의 범위는 .767-.927,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중요도, 호감도, 자신

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의 범위는 .900-.96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

인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5>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중요도 → a1·a2 1.000 .875

중요도 → a3 .865*** .767

중요도 → a4 1.007*** .836

호감도 → a5·a6 1.000 .898

호감도 → a7 .954*** .830

호감도 → a8 .908*** .791

자신감 → a9·a10 1.000 .883

자신감 → a11 1.032*** .927

자신감 → a12 .987*** .923

2차
요인
부하량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중요도 1.000 .900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호감도 1.375*** .968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371*** .90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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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참여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참여도의 구성요인을 학습준

비, 학습활동, 모둠활동으로 설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작한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 문항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인 문항

학습준비

1. 나는 영어 수업시간 전에 배울 내용을 읽어본다.

2.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 해온다.

3.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받은 활동지를 잘 챙긴다.

4. 나는 영어 수업시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기다린다.

학습활동

5.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친구가 발표할 때 경청한다.

6.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7.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8.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개인별 활동지를 성실하게 해결한다.

모둠활동

9.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생각해본다.

10. 나는 영어수업시간에모둠활동에참여하여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

11.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2.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서로 힘을 합쳐 모둠 활동을 한다.

<표 Ⅳ-6> 수업참여도 척도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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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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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

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활용하였다. 수업참여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수업참여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 요인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620 .816 .806 .860

각 하위영역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신뢰

도가 .620-.816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신뢰도와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업참여도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인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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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수업참여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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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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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수업참여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773-.8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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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영역 간 상관의 경우에도

.464-.5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1). 이는 세 가지 하

위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구인

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Ⅳ-8> 수업참여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전체 간 상관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참여도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

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정

상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078≤∣왜도∣≤.791, 첨도는 .066≤∣첨도∣≤.941의 범위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2, ∣첨도∣≤4)을 충족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각 문항이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의 세 가지 하위요

인으로 나뉘면서 하나의 수업참여도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

상관 분석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

학습활동 .464**

모둠활동 .486** .597**

전체 .773** .849** .84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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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수업참여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4)

4) 이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므로 각 하위영역(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 내 인접한 문항 간 상관이 높다고 판단하여 문항 간 오차 상관을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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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Ⅳ-9>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59.785(42)* .965 .936 .056

* p<.05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

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증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일

한 모형이더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모형 기각 여부가 달라지므로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때 표

준 카이제곱( /)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값이 1.42로 도출되

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

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그 값이 .90 이상이

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

인 RMSEA는 그 값이 .08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CFI와 TLI

가 각각 .965와 .936으로 .90이상이며, RMSEA가 .056으로 .08이하로 나

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1차 요인들과 각 문항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의 범위는 .462-.834,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

활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817-.89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

을 나타냈기 때문에,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수업참여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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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0> 수업참여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학습준비 → p1 1.000 .486

학습준비 → p2 .808*** .582

학습준비 → p3 .835** .462

학습준비 → p4 1.054*** .521

학습활동 → p5 1.000 .614

학습활동 → p6 1.100*** .631

학습활동 → p7 1.396*** .739

학습활동 → p8 1.614*** .824

모둠활동 → p9 1.000 .656

모둠활동 → p10 1.228*** .834

모둠활동 → p11 1.082*** .649

모둠활동 → p12 1.009*** .656

2차
요인
부하량

수업참여도 → 학습준비 1.000 .817

수업참여도 → 학습활동 1.055*** .883

수업참여도 → 모둠활동 1.187*** .89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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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 의사소통능력 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표

이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어 의사소통능

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어 역할극 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표를 제작하였

다. 우선 역할극 평가 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하였

으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취지에 맞게 성취 기준이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

하기’,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하기’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영어 역할극 사전·사후 평가 과제로

두 개의 동형검사(equivalent-form test)를 제작하였다. 동형검사란 검사

의 내용이나 문항의 형태, 검사의 실행 방법 및 절차 등에서 동일함을

의미하며, 두 검사가 평행선과 같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평

행검사(parallel-form test)라고도 한다(백순근, 2000). 백순근(2000)에 따

르면 동형검사는 동일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데 따르는 측정학적인 문

제들(기억, 연습, 변화, 성숙 등의 영향)을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동료 영어교사와 함께 학년수준을 고려한 영

어 역할극 사전·사후 평가 과제를 동형검사로 개발하고 영어교육 및 교

육측정·평가전공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 역할극 과제의 채점

기준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역할극 평가 기준, 김모영

(2019)의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채점 기준표의 하

위영역으로는 ‘내용 구성’,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 ‘규칙 준수’의 4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 채점기준표 또한 영어교육 및 교육측정·평가전공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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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사후 검사용 역할극 평가 과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 역할극 사전·사후

평가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직후 차시에

실시하였다. 사전·사후평가 모두 세 명이 한 그룹이 되어 역할극 과제를

받고 주어진 준비 시간인 20분 동안 대화문을 작성하고 영어 역할극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준비 시간이 끝난 뒤 3분 동안 영어 역할극 발표시

간을 가졌다. Weir(1990)에 따르면 영어 역할극 평가는 학생들에게 다양

한 상황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의한 대화를 하도록 하기 때문

에 실제적 평가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타당성과 신

뢰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어 역할극 사전·사후 평가

과제는 <표 Ⅳ-11>,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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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영어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한 역할극평가 사전과제

단 원 5. I’d like fried rice

성취
기준

[6영01-02]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6영02-07] 일상생활속의친숙한주제에관해간단히묻거나답할수있다.
평가 과제

◎ 나는 외국인 친구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나와 외국인 친구가 함께 주어진 메뉴판을 보고
각자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을 역할놀이로 표현해 봅시다.

1. 3명이 한 모둠이 되어 각자 다음 역할을 정합니다.
▷ 외국인 식당 종업원
▷ 나
▷ 외국인 친구

2.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참고하여 역할놀이를 준비하세요.

-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안녕하세요.
-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 Just a moment, please./ Not yet. 기다려 주세요.
- What’ s ? ~는 어떤 음식입니까?
- It’s . 이것은 ~한 음식입니다.
- What does taste like? ~의 맛은 어떻습니까?
- It’s delicious/sour/sweet/salty/bitter/ 맛이 ~합니다.
- I ‘d like . 저는 ~로 주세요.
- I’d like , too. ~도 주세요.
- Anything else? 더 필요한 것 없으신가요?
- What would you like for drink/dessert? 음료/디저트 주문하시겠습니까?
- No thanks. 괜찮습니다.

※ 주의사항
- 모둠별 준비 시간은 20분이며, 발표시간은 3분입니다.
- 한 명당 최소 3문장 이상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국 음식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꼭 포함시키세요.
- 주어진 문장 이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MENU

Bulgogi Kimchi fried rice Kimchi jeon

Noodles Tteok Japchae

Sikhye Tteok-bokki Yak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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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영어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한 역할극평가 사후과제
단 원 5. I’d like fried rice

성취

기준

[6영01-02]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6영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평가 과제

◎ 나는 외국인 친구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나와 외국인 친구가 함께 주어진 메뉴판을 보
고 각자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을 역할놀이로 표현해 봅시다.

1. 3명이 한 모둠이 되어 각자 다음 역할을 정합니다.
▷ 외국인 식당 종업원
▷ 나
▷ 외국인 친구

2.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참고하여 역할놀이를 준비하세요.

※ 주의사항
- 모둠별 준비 시간은 20분이며, 발표시간은 3분입니다.
- 한 명당 최소 3문장 이상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국 음식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꼭 포함시키세요.
- 주어진 문장 이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안녕하세요.
-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 Just a moment, please./ Not yet. 기다려 주세요.
- What’ s ? ~는 어떤 음식입니까?
- It’s . 이것은 ~한 음식입니다.
- What does taste like? ~의 맛은 어떻습니까?
- It’s delicious/sour/sweet/salty/bitter/ 맛이 ~합니다.
- I ‘d like . 저는 ~로 주세요.
- I’d like , too. ~도 주세요.
- Anything else? 더 필요한 것 없으신가요?
- What would you like for drink/dessert? 음료/디저트 주문하시겠습니까?
- No thanks. 괜찮습니다.

MENU

Galbi Bibimbap Pajeon

Naengmyeon Songpyeon Samgyeopsal

Sujeonggwa Gungjung-tteok-bokki Yu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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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사후 검사용 역할극 채점 기준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영어 역할

극 사전·사후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어 전담교사와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가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직접 평가하였다.

영어 역할극 사전 과제와 사후 과제 모두 동일한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

여 채점하였으며, 두 평가자가 개발된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여 충분한

채점 연습을 한 뒤 실제 평가가 진행되었다. 실제 영어 의사소통능력 평

가에서 두 채점자 간 일치도는 사전 평가에서는 .829, 사후 평가에서는

.936으로 높게 나타났다.

채점기준표는 내용 구성,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 규칙 준수의 총 4

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내용 구성은 4문항, 언어 사용은 5문

항, 자세 및 태도는 2문항, 규칙 준수는 1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

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제작되었다.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

하여 두 명의 평가자가 사용했던 채점 기준표는 <표 Ⅳ-13>, <표 Ⅳ

-14>와 같다.

또한 이 채점 기준표는 영어교육 및 교육측정·평가 전공 전문가 7명에

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내용타당도 검증 설문지는 부록 3 참조). 채

점기준표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평균 4.92, 최솟값 4.71, 최댓값 5로 나타

나 내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점기준표의 문항별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 70 -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내용

구성

내용의
적절성

1. 의사소통의 상황과 주

제에 알맞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

하게 응답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내용의
충실성

1.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

어 필요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가?

① ② ③ ④ ⑤

언어

사용

정확성

1.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

가 없이 잘 말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

는 발음으로 발화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유창성

1.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

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발화 속도인가?

① ② ③ ④ ⑤

2.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

스러운 발화를 유지하
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 완성된 형태의 문장을

활용하여 이야기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자세

및

태도

몸짓

언어

1.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

스처를 적절하게 이용

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행

태도

2.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

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규칙

준수

시행
규칙

1. 역할극 수행의 주의사

항을 제대로 준수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표 Ⅳ-13> 역할극 사전·사후 과제 채점기준표(영어 전담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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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om

ponent
Item strongly

disagree
dis
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conte
nt

adequacy

1. Do students
communicate with
the appropriate
content for the
given situations and
topics?

① ② ③ ④ ⑤

2. Do students
understand peer
students’ words
accurately and
respond
appropriately?

① ② ③ ④ ⑤

sufficiency

1. Do students’
conversation include
the sufficient
content for
communication?

① ② ③ ④ ⑤

2. Do students
conversation
include a wide
range of content
relevant to the
given situation?

① ② ③ ④ ⑤

use
of
langu
age

accuracy

1. Do students make
sentences without
grammatical errors?

① ② ③ ④ ⑤

2. Do students
pronounce correctly
with perceptible
sounds?

① ② ③ ④ ⑤

fluency

1. Is the utterance
speed of students
appropriate for
smooth
communication?

① ② ③ ④ ⑤

2. Do students
communicate
naturally without
stuttering?

① ② ③ ④ ⑤

3. Do students
communicate with
using completed
sentence form?

① ② ③ ④ ⑤

atti
tude

body
language

1. Does students use
appropriate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for the
given situation?

① ② ③ ④ ⑤

attitude
2. Do students play
their roles
responsibly and
sincerely?

① ② ③ ④ ⑤

compl
iance
with
rules

following
rules

1. Do students follow
the rules of
role-playing game
thoroughly?

① ② ③ ④ ⑤

<표 Ⅳ-14> 역할극 사전·사후 과제 채점기준표(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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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요소
문항 내용타당도 값5)

내용

구성

내용의

적절성

1. 의사소통의 상황과 주제에 알맞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4.86

2.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응답하는가?
4.86

내용의

충실성

1.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4.71

2.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가?
4.86

언어

사용

정확성

1.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가 없이 잘

말하는가?
5

2.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발화하는가?
5

유창성

1.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기

에 적절한 발화 속도인가?
5

2.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발화

를 유지하고 있는가?
5

3. 완성된 형태의 문장을 활용하여 이

야기하는가?
4.86

자세

및

태도

몸짓 언어
1.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스처를 적

절하게 이용하는가?
5

수행 태도
2.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완수하는가?
4.86

규칙

준수
시행 규칙

1. 역할극 수행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가?
5

전체 4.92

<표 Ⅳ-15> 역할극 채점기준표 문항별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5) 7명의 전문가들이 검증한 내용타당도 값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 73 -

3. 연구 절차

가.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활용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는 실제 교육현장에

서도 현실적 여건과 윤리적 부분을 고려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검사

설계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제성 있는 자

료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및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를 학기 초에

먼저 실시한 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24차시를 실시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차시 2/3지점에서 수업참여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끝난 직후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후검사를 시

행하였다. 이 연구의 설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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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 ‘영어 의사소

통능력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였다. 2019년 8월 말 서울특별시 H 초등학

교 5학년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총 24차시 진행하였으며,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의 전체 차시 2/3시점인 10월 중순에 수업참여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10월 초에 실시한 예비검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수업참여도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이 끝난 직후인 10월 말에는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와 수업참여도 검사는 학생

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 측정되었으며,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사후검사

는 2명의 평가자들이 채점기준표를 바탕으로 직접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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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연구 절차

구 분 연구 절차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분석
2019. 2 – 2019. 5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2. 수업참여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 영어 의사소통능력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2단계]
척도 제작

2019. 6 – 2019. 7

4.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
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척도 제작 (7월 중
순)

5. 척도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실시
6.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내용 제작

[3단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실시 및
검사 실시

2019. 8 – 2019. 10

7.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 실시(8월 말)
8.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실시(8월 말)

9.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24차시 실시(9월∼
10월)

10. 수업참여도 예비검사 실시(10월 초)
1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2/3지점에 수업
참여도 본 검사 실시 (10월 중순)

12.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후검사 실시(10월 말)

[4단계]
자료 분석 및 해석

2019. 11
13. 자료 분석과 해석

[5단계]
논문 작성

2019. 12 – 2020.1

14.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5. 논문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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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차시별 활동계획 및 수업지도안

차시별 활동계획 및 수업지도안은 김영현(2016)이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5차시에 걸쳐 제시한 연구를 참고하여 이를 6차

시로 재구성하였다. 총 24차시에 해당하는 차시별 활동계획과 수업지도

안(예시)은 <표 Ⅳ-16>, <표 Ⅳ-17>과 같다(전체 수업에 대한 지도안은

부록 4 참조).

<표 Ⅳ-16> 차시별 활동계획

단

원

차

시
단계 학습 활동

7

단

원

1
사전
과업
준비

준비[1]: 선생님이 방학에 찍은 사진을 보며 배울 내용(과거
에 한 일 묻고 답하는 표현하기)을 이끌어내기
사전과업[1]: 자신이 방학에 한 일 마인드 맵으로 정리하기

2
사전
과업
준비

준비[2]: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찾아 익히기
사전과업[2]: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외에 과거에 한 일 관련
다양한 표현 익히기

3

과업
순환
(과업
수행)

목표과업[1]: 자신이 방학에 한 일에 대한 그림일기 쓰기

4

과업
순환
(발표
계획)

목표과업[2]: 모둠별로 방학에 한 일에 대한 그림일기 돌려
읽고 모둠별로 방학에 한 일 발표하기 계획 세우기

5
과업
순환
(발표)

목표과업[3]: 모둠별로 방학에 한 일 발표 및 발표 내용을 듣
고 주요 내용 정리하기

6
형태
초점

형태초점 활동[1]: 과거에 한 일에 대한 표현을 형태에 초점
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형태초점 활동[2]: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를 풀고 목
표 언어를 형태에 초점을 두어 연습하고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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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

원

7
사전
과업
준비

준비[1]: 요즘 유행하는 제품 광고를 보며 배울 내용(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물건 사고팔기)을 이끌어내기
사전과업[1]: 모둠별로 운영할 가게의 종류와 이름 정하기

8
사전
과업
준비

준비[2]: 물건을 사고파는 표현과 물건의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찾아 익히기
사전과업[2]: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물건을 사고팔기
와 관련한 다양한 표현 익히기

9

과업
순환
(과업
수행)

목표과업[1]: 모둠별로 가게를 열어 팔 물건의 가격과 치수
등을 정하기

10

과업
순환
(발표
계획)

목표과업[2]: 모둠별로 시장놀이를 하기 위한 규칙을 알아보
고 물건의 가격과 치수 등을 활용하여 물건을 홍보하는 광고
지 만들기

11
과업
순환
(발표)

목표과업[3]: 모둠별로 가게를 열고 광고지를 활용하여 물건
을 사고파는 시장 놀이하기

12
형태
초점

형태초점 활동[1]: 물건의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과 물건의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형태초점 활동[2]: 시장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를
풀고 목표 언어를 형태에 초점을 두어 연습하고 정리하기

9

단

원

13
사전
과업
준비

준비[1]: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발표자료를 보며
배울 내용(좋아하는 것에 대해 묻고 답하기)을 이끌어내기
사전과업[1]: 모둠끼리 우리 반에서 선호하는 것에 대해 조사
할 주제를 정하기(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동물 등)

14
사전
과업
준비

준비[2]: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 찾아 익히기
사전과업[2]: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좋아하는 것을 묻
고 답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 익히기

15

과업
순환
(과업
수행)

목표과업[1]: 모둠별로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것을
질문하는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고 우리 반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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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업
순환
(발표
계획)

목표과업[2]: 모둠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반 친
구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료 만들기

17
과업
순환
(발표)

목표과업[3]: 모둠별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자료를 이용
하여 발표하기

18
형태
초점

형태초점 활동[1]: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형태초점 활동[2]: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를 풀고 목
표 언어를 형태에 초점을 두어 연습하고 정리하기

10

단

원

19
사전
과업
준비

준비[1]: 세계의 신기한 집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며 배울 내
용(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을 이끌어내기
사전과업[1]: 실제 집과 관련된 사진들을 참고하여 연꽃 기법
을 활용해 나의 드림 하우스를 꾸밀 다양한 아이디어 떠올
리기

20
사전
과업
준비

준비[2]: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 찾아 익히기
사전과업[2]: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장소를 묘사하거
나 감탄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21

과업
순환
(과업
수행)

목표과업[1]: 각 모둠원이 집의 각 부분을 나누어(거실, 화장
실, 부엌, 방 등) 원하는 모습으로 꾸민 뒤 서로 이야기 나누
어보기

22

과업
순환
(발표
계획)

목표과업[2]: 각 모둠원이 꾸민 부분을 바탕으로 모둠별 드림
하우스를 완성하고 발표할 계획 세우기

23
과업
순환
(발표)

목표과업[3]: 각 모둠별로 드림하우스를 발표하고 가장 멋진
집에 투표해보기

24
형태
초점

형태초점 활동[1]: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형태초점 활동[2]: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를 풀고 목
표 언어를 형태에 초점을 두어 연습하고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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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지도안(예시)

단원 Lesson 8.
How much are the shoes?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물건을 사고팔기 차시 11-12차시

형태 모둠학습 자료 모둠별 광고지, 종이 돈, 물건
스티커, 물건 구입 미션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학습
내용

- 시장놀이 과업 수행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발표

◎ 목표 과업[3] (광고지를 활용하여 시장놀이하기) 수행하기
- 모둠별로 만든 광고지를 게시하고 가게 열기
- 모둠별로 각 가게에서 정한 치수와 색상, 가격에 맞게 물건을
사고파는 미션을 수행하는 시장놀이 하기

○ 시장놀이 규칙 및 안내사항 ○

- 모둠별로 제작한 광고지를 모둠책상에 붙인다.
- 모둠별로 판매할 물건의 치수, 색상, 가격이 들어간 물건 스티커
및 종이돈 20달러를 나누어준다.
- 모둠별로 물건 구입 미션 학습지를 나누어준다.
- 각 모둠은 2명씩 나누어 2명은 구매자가 되고 2명은 판매자가 된
다.(4명이 한 모둠)
- 판매자는 가게에 남아 종이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다.(물건을 판
매할 때 종이돈을 받고 물건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 구매자는 종이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여(물건을 구매할 때 종이돈
을 내고 물건 스티커를 받는다.) 물건 구입 미션 학습지에 붙인다.
- 구매자가 미션 학습지를 완성하면 선생님께 제출하고 다음 미션
학습지를 받은 뒤 이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을 바꾸어 미
션을 수행한다. (매 미션이 끝날 때마다 역할을 바꿈)
-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장놀이가 끝났을 때 가장 많은 미션을 해결한
모둠이 우승한다.

(※ 이때, 학생이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단순히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내용, 할인을 부탁하
는 내용 등의 표현 등도 과업 수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
도록 지도한다.)

형태
초점
단계

형태
초점
활동

◎ 형태 초점[1]
-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 형태 초점[2]
- 시장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를 다 같이 풀어보고 목
표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서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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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SPSS 25.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와 수업참여도 척도

의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

을 위하여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

소통능력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와 수업참여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

통능력,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셋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활용한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종속표집 t-검증

(paired t-test)은 한 집단을 반복측정(repeated measurement)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례의 수와 무관하게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할

수 있다(백순근, 2004).

넷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여러 측정변인을 이용해 잠재변인을 측정하므로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를 통제할 수 있으며, 매개효과의 추정과 검증이 가

능하고 모형적합도 지수를 통해 이론적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이진실, 2013;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서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에 따라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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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검증, CFI, TLI, RMSEA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증(Sobel, 1982)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Sobel 검증은 간접효과를 이루는 두 가지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 ,)와 표준오차( , )를 활용한 Z검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

단한다. 붓스트래핑은 표본자료로부터 반복표집을 통해 매개효과(×)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

식이다. 이때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추정치의 정규성을 가

정하는 Sobel 검증과 매개효과 추정치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붓스트

래핑을 모두 시행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결론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

로부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는 추정 방식인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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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

였다.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의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기 전, 후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활용하여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를 실

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

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의 변인이 되는 초등학생들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

한 태도,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

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

음과 같다(<표 Ⅴ-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의 관

측변인 중 ‘중요도’가 평균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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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평균이 3.98, ‘호감도’의 평균이 3.8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 절대치

가 .960-1.444, 첨도 절대치가 .516-2.660으로 나타나 ∣왜도∣≤2, ∣첨

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수업참여도의 경우, 수업참여도의 관측변인 중 ‘학습활동’의 평균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모둠활동’의 평균이 3.59, ‘학습준

비’의 평균이 3.42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참여도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370-.554, 첨도 절대치가 .076-.255로 나타나 ∣왜도∣≤

2, ∣첨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단일지표 변인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총점은 사전 점수의 평균이

38.13, 사후 점수의 평균이 45.01로 사후 점수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하

위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내용구성은 사전 점수(12.65), 사후 점수(14.88)

로 사후 점수가 더 높았다. 언어 사용도 사전 점수(16.10)보다 사후 점수

(19.14)가 높았으며, 자세 및 태도도 사전 점수(6.29)보다 사후 점수(7.20)

가 높았고 규칙 준수 역시 사전 점수(3.08)보다 사후 점수(3.80)가 높았

다. 또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모든 관측변인들과 총점의 왜도

절대치가 .151-1.233, 첨도 절대치가 .022-3.057로 나타나 ∣왜도∣≤2,

∣첨도∣≤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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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125)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에 대한
태도

중요도 1.00 5.00 4.23 .829 -1.444 2.660

호감도 1.00 5.00 3.83 1.033 -.960 .844

자신감 1.00 5.00 3.98 1.115 -1.152 .516

수업

참여도

학습

준비
1.00 5.00 3.42 .801 -.554 .255

학습

활동
1.00 5.00 3.64 .832 -.370 -.094

모둠

활동
1.00 5.00 3.59 .840 -.483 -.076

사전검사

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6)

내용

구성
4.00 18.00 12.65 2.404 -.846 1.855

언어

사용
5.00 21.00 16.10 3.061 -1.044 1.829

자세
및 태도

2.00 10.00 6.29 1.484 .151 .525

규칙

준수
1.00 4.50 3.08 .602 -1.233 2.618

총점 12.00 51.50 38.13 6.505 -1.130 3.057

사후검사

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7)

내용

구성
9.00 19.50 14.88 2.366 -.378 -.188

언어

사용
11.00 25.00 19.14 2.982 -.330 -.334

자세
및 태도

2.00 10.00 7.20 1.642 -.342 -.027

규칙

준수
1.50 5.00 3.80 .744 -.451 -.044

총점 26.50 57.00 45.01 5.726 -.339 .022

6)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사전검사에서의 두 평가자(영어전담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점수를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7) 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사후검사에서의 두 평가자(영어전담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점수를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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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분석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의 관계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란 두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백순근, 2004). 상관계수

란 일반적으로 피어슨(Karl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이는

두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인과관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상관계수의 값은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지니며 양의 값일

때는 정적 상관계수, 음의 값일 때는 부적 상관계수라 부른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도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표Ⅴ-2> 실생활과업중심영어수업에대한태도와수업참여도간의상관관계

실생활과업중심
영어수업
태도

수업참여도

전체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전체 .526** .415** .530** .483**

학습준비 .400** .291** .410** .378**

학습활동 .506** .396** .516** .460**

모둠활동 .503** .422** .495** .45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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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 및 하위영역과 수업참여

도 전체 및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먼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

수업참여도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52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 중 ‘호감도’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서 수업참여도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530으로 가장 높았

다. 수업참여도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학습활동’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506으

로 가장 높았다.

(2)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 사전·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 사후검사에 따

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계수가 .395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

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계

수인 .350보다 높았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

역 가운데, ‘자신감’과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이

.359로 가장 높았고 하위영역 가운데 ‘중요도’와 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이 .38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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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3>실생활과업중심영어수업에대한태도와영어의사소통능력간의상관관계

실생활과업중심
영어수업
태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전체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350** .305** .290** .359**

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395** .382** .332** .372**

** p<.01

(3)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수업참여도 전체와 사전·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

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수업참여도 전체와 사후

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계수가 .568로 수업참여도 전

체와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계수인 .554보다 높

았다. 수업참여도의 하위영역 가운데에서는 ‘모둠활동’이 사전·사후검사

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모둠활동’과 사

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은 .518로 나타났고, 사후검사

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은 .575로 나타났다.

<표 Ⅴ-4>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전체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554** .451** .516** .518**

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568** .456** .489** .57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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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변인 간의 상관관계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학습준비학습활동모둠활동

사전검사
따른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에 대한

태도

중

요

도

1

호

감

도

.741** 1

자

신

감

.718** .780** 1

수업

참여도

학

습

준

비

.291** .410** .378** 1

학

습

활

동

.396** .516** .460** .715** 1

모

둠

활

동

.422** .495** .455** .615** .769** 1

영어

의사소통

능력

사

전

검

사

.305** .290** .359** .451** .516** .518** 1

사

후

검

사

.382** .332** .372** .456** .489** .575** .598**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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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영향 분석

가.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점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인 128명의 학생

들에게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실생활 과업중

심 영어수업을 총 24차시 진행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끝난

뒤,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가 끝난 후 최종 분

석 대상 125명의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에

대한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점수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표 Ⅴ-6>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점에 대한 종속표집 t검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사전 125 38.13 6.51
124 -13.92***

사후 125 45.01 5.73

*** p<.001

연구 결과, t값이 –13.9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즉,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후 초등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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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 의사소통능력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점뿐만 아니라 영어 의사소통능력 하위영역(내용

구성, 언어 사용, 자세 및 태도, 규칙 준수)별 종속표집 t검증을 실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영어 의

사소통능력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는 <표 Ⅴ-7>, [그림 Ⅴ-1]과 같다.

분석 결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모든 하위영역인 내용 구성, 언어 사

용, 자세 및 태도, 규칙 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p<.001). 내용 구성의 t값은 –10.761, 언어 사용의 t값은 –10.27, 자세

및 태도의 t값은 –6.619, 규칙 준수의 t값은 –9.752였다. 즉, 실생활 과

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중

언어 사용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3.0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특히 영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

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Ⅴ-7>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별 종속표집 t검증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향상도

(사후-사전)
t값

내용 구성
사전 12.65 2.40

2.23 -10.761***
사후 14.88 2.37

언어 사용
사전 16.10 3.06

3.03 -10.27***
사후 19.14 2.98

자세 및
태도

사전 6.29 1.48
.91 -6.619***

사후 7.20 1.64

규칙 준수
사전 3.08 .60

.71 -9.752***
사후 3.80 .7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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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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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앞서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22.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와 ‘수업참여도’는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을 사

용하였으며,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끝난 후

측정된 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

소통능력 점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모

형과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을 모두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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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구조방정식 모형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은 다음 [그림 Ⅴ-2]와 같다.

[그림 Ⅴ-2]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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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Ⅴ-8>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N=125)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17.115(12) .990 .983 .059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

였다. 또한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

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값이 1.43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모형이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가 .990, TLI가 .983으로 .90보

다 높으며, RMSEA는 .059로 .08보다 낮기 때문에 이 모형은 양호한 적

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Ⅴ-9>와 같이 나타났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6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수업

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54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하지만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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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의 모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실생활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수업참여도 .538*** .600

실생활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영어

의사소통능력
.698 .083

수업참여도 →
영어

의사소통능력
5.090*** .543

요인
부하량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중요도 1.000 .820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호감도 1.372*** .903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423*** .867

수업참여도 → 학습준비 1.000 .762

수업참여도 → 학습활동 1.232*** .904

수업참여도 → 모둠활동 1.174*** .853

*** p<.001

한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

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우선 Sobel 검증의 경우 <표 Ⅴ-10>과 같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a)는 .538, 표준오차는 .092이고,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

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b)는 5.090, 표준오차는 1.044로

나타났다. 따라서 Sobel 통계값은 3.745로 계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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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의 Sobel 검증 결과

a  b  Sobel test
statistics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538 .092 5.090 1.044 3.745***

*** p<.001

붓스트래핑의 경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2.741, 표준화계수가 .3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또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는 1.388-5.252, 표준화계수는 .182-.544로 제시

되었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도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완전 매개(full mediation)란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이때 독립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변인을 거쳐야 한다.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3]

과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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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최종 모형

결과를 종합하자면,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때 수업참여도는 두 변인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11> 참조).

<표 Ⅴ-11>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의 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참여도 .600** .600**

영어

의사소통능력
.083 .326** .408**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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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변인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은 다음 [그림 Ⅴ-4]와

같다. 앞서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와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두 변수 간 상관을 표시하였다.

[그림 Ⅴ-4] 통제변인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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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Ⅴ-12>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N=125)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19.619(16) .994 .989 .043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이 변

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수용하였다. 또한 표준

카이제곱( /)값을 살펴본 결과  /값이 1.23으로 나타나 어느 정

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RMSEA가 .04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CFI와 TLI도 각각 .994,

.989로 .90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Ⅴ-13>과 같이 나타났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4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이는 사

전검사에 따른 영어의사소통능력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준화계수인 .424보다 컸다. 이는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보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

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3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p<.01),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인 .381보다 작았다. 이는 사전검사에 따

른 영어 의사소통능력보다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인을 설정했음에도

여전히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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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구조계수와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구조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

수는 .07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3>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의 모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실생활과업중심

영어수업에대한태도
→ 수업참여도 .401*** .446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 수업참여도 .040*** .424

실생활과업중심

영어수업에대한태도
→

영어

의사소통능력
.656 .078

수업참여도 →
영어

의사소통능력
3.014** .322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

영어

의사소통능력
.336*** .381

요인
부하량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중요도 1.000 .820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호감도 1.371*** .902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423*** .868

수업참여도 → 학습준비 1.000 .763

수업참여도 → 학습활동 1.233*** .905

수업참여도 → 모둠활동 1.170*** .85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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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통제했을 때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우선 Sobel 검증의 경우 <표 Ⅴ-14>와 같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a)는 .401,

표준오차는 .082이고,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b)는 3.014, 표준오차는 1.055로 나타났다. 따라서 Sobel 통

계값은 2.467로 계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표 Ⅴ-14>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의 Sobel 검증 결과

a  b  Sobel test
statistics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태도
→수업참여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401 .082 3.014 1.055 2.467*

* p<.05

붓스트래핑의 경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1.207, 표준화계수가 .1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또한 95%

신뢰구간이 비표준화계수는 .409-3.032로 제시되었고, 표준화계수는

.050-.327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

사소통능력을 통제했을 때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

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

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통

제했을 때에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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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도가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5]

와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Ⅴ-5] 통제변인을 설정한 최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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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하자면,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통제했을

때에도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

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이때 수업참여도는 두 변인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15> 참조).

<표 Ⅴ-15>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의 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참여도 .446** .446**

영어

의사소통능력
.078 .143** .22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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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인터뷰 결과

앞서 실시한 종속표집 t검증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탐

구하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실생활 과업중

심 영어수업을 하기 전·후의 점수, 즉 사전·사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

통능력 점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 중 1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5명은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학생들

이고, 다른 5명은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해 좋

았던 점, 아쉬웠던 점,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일반 영어수업보다

선호하는지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사후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5 참조).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후 점수가 상승한 학생과 하락한 학

생들 모두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대답한 인터뷰 내

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문장 등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았으며 영어 말하

기가 늘은 것 같다.”

“영어 말하기를 잘 못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

었고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어떻

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해가 더 잘되었다.”

“영어표현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영어표현이 쓰이

는지 알고 직접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

업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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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면서 영어 어휘가 늘었고 필리핀에 갔

을 때 영어를 실전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면 외국에 갔을 때도 편하게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했

으면 좋겠다.”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나 상황에 맞는 단어를 알 수 있었고

영어 실력이 좋아진 것 같다.”

이처럼.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터

뷰 결과는 앞서 실시한 사전·사후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활용한 종

속표집 t검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후 점수가 상승한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재미있고, 일반 영어수업보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협동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한 학생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게임형식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으며 모

둠 협동도 할 수 있었다. 친구들도 딱딱한 원래 교과서 수업보다는 직접

말해보고, 발표하는 실생활 과업중심 활동에서 더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 같았고, 나도 재미있게 활동하였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서 재미있는 게임과 활동들을 해서 더 수

업에 잘 참여할 수 있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은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즐겁게 다양한 것

들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재미를 느끼며 공부를 하면 흥

미를 느끼게 되어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어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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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재미도 있다는 것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장점이다.”

즉,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학생

들은 영어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과정에서 일반수업에 비해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인터뷰 결과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

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방

정식 분석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후 점수가 하락한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원하는 말을 영어로 표

현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꼈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시간이 좀 더 있

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영어수업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우지 못한 표현들도 사용하고 싶었

는데 그 표현들을 알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어려워서 잘 못해서 그 점이 아쉬웠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하기 어려워서 힘들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어려웠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곤란도 조절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학생들에게 실생활 과업은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곤란도 및 시간을 적당히 조절한 과업을 제시하거나 교사의 적극적인 도

움 및 보충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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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사후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자신

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후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후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실

시할 때 교사들은 곤란도 조절 및 추가 자료 제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업설계 및 시행을 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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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과

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은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

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

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한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와 ‘수

업참여도 척도’ ,‘영어 의사소통능력 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

였다.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는 ‘중요

도’, ‘호감도’, ‘자신감’의 3가지 하위영역(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수

업참여도 척도’는 ‘학습준비’, ‘학습활동’, ‘모둠활동’의 3가지 하위영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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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척도 모두 양호한 구인타당도와 신뢰도

(Cronbach‘ α)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H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 3명을 제

외한 총 125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2019년 8월 말,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및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전검사를 실

시하였다. 그 다음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24차시 진행하였으며,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실시 기간의 2/3지점에 해당하는 10월 중순에

‘수업참여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끝

난 시점인 10월 말에 ‘영어 의사소통능력’ 사후검사를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기 전·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사후 점수가 사

전 점수보다 더 높았으며 종속표집 t검증 결과, t값이 –13.92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사전 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1). 그리고 사후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참여도의 상관은 .52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특히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에서는 ‘호감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수업참여도와의 상

관이 .530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초등학

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통제변인(사전검사에 따른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600,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의 경우 .44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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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셋째,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상관은 .56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특히 수업참여

도의 하위영역 가운데에서는 ‘모둠활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영어 의사소

통능력과의 상관이 .57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는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5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001), 통제변인을 설정한 경우에도 .322로 유의하였다(p<.01).

넷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참여

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 수업참여도 → 영어 의사소통능

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326으로 유의

하였고(p<.01), 통제변인을 설정한 모형의 경우에도 .143으로 유의하였다

(p<.01). 이때 통제변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즉, 수업참여도가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

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인터뷰 결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

이 크게 향상된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통해 흥미를 느꼈

고 따라서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참

고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4로 유의하였으며

(p<.00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인 .446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

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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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준화계수는 .381로 유의하였으며(p<.001),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

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인 .322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2. 논의

이 연구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

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과업중심 영

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혜

경, 이재현, 2002; 이상훈, 2007; 최리, 2008; 정행, 노영신, 2009; 조은혜,

2012; 박치홍, 안덕규, 임병빈, 2014; 김민정, 임희정, 2017; 서지나, 임희

정, 2017; 임유리, 2017)와 유사하다. 즉, 이 연구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역

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업방식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특히 영어수업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

하는 것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을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으로 나누

어서 살펴보았을 때, 중요도의 평균이 5점 만점에 4.23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호감도와 자신감의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를 재미있게 하고 영어에 자신감을 심

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수업이

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등학생들이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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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어를 연습해보는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초

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수

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성귀복, 김은주, 2010;

조은혜, 2012; 김한나, 2013; 전태정, 안경자, 2016; 임유리, 2017)와 유사

하다. 또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가운데

‘호감도’가 수업참여도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사후 인터뷰 결과에

서도 학생들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흥미를 느끼면서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실생활 과업중

심 영어수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에 대한 흥미 유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수업참여도의

하위영역 가운데 ‘학습준비’보다는 ‘학습활동’과 ‘모둠활동’이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이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수업 전, 후보다는 수업

중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

업에 대한 태도와 ‘모둠활동’의 상관이 .50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

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핵심인 과업을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업 순환

단계가 대부분 모둠활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생활 과업중

심 영어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학생들은 과업 순환 단계에 열심히 참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수업참여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수업참여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이현순, 조정순, 이유리, 2012; 김양분, 신혜진,

강호수, 2016; 오영교, 차성현, 2017; 정윤경, 2017) 결과와 유사하다. 즉,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참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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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가운데 ‘모둠활동’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

였기 때문에,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둠활동

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의 관계에 있어 수업참여도가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

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

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

의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정의적 요인과 영어 의사

소통능력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이혜경, 이재현, 2002; 이상

훈, 2007; 최리, 2008; 정행, 노영신, 2009; 성귀복, 김은주, 2010; 신성은,

김해동, 2012; 조은혜, 2012; 김한나, 2013; 박치홍, 안덕규, 임병빈, 2014;

김민정, 임희정, 2017; 서지나, 임희정, 2017; 임유리, 2017)와 유사한 결

과를,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정의적 요인이나 영어 의사소통능력 중 하나

에만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김현재, 2007; 고한아, 2017; 서은정,

2017; 이혜수, 2017; 채연숙, 2017)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

소통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생활 과업중

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과정을 살

펴보자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중요도, 호감도, 자신

감)가 전적으로 수업참여도를 통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했을 때, 학

생들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수업참여를 이

끌어내며, 학생들의 높아진 수업참여는 곧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으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정의적 요인에만 도

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는 수업참여도 변인에 대한 추가적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만 도움이



- 114 -

되었다는 선행연구는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중요도, 호감도, 자

신감) 변인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참여도가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

사소통능력을 완전 매개하였다는 점은 어떤 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학생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

지 않으면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 결과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무척 중요하며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교사들은 학생

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일선 교

육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윤리적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동일 피험자를 반복 측정하기 때

문에 역사, 성숙 및 검사 경험 등의 영향으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설계방법이다. 즉,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는 연구 이전과 연구

이후의 차이가 실험처치 때문인지, 또는 어떤 사건의 영향이나 연구대상

의 성장발달 혹은 사전검사의 영향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백순근, 2004).

따라서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을 설정하는 이질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둘째,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는 서울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128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쉽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많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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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다양한 학년 및

다른 학교급에서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욱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에 따른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차별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흥미도나 동기 등 다른 변인을 활용하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의 태도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참여

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수업참여도 이외

에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매

개하는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흥미, 동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최리, 2008; 정행, 노영

신, 2009; 박치홍, 안덕규, 임병빈, 2014; 김민정, 임희정, 2017)가 있었다.

따라서 흥미, 동기 등의 변인도 매개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통제변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학생

들의 사전검사에 따른 영어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사

전 점수뿐만 아니라 영어 사교육 시간과 같이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

구를 진행한다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준, 교사수준, 학교수준의 배경변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전 측정한 초등

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생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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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중심 영어수업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배경변인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변인을 연구한다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를 더욱 넓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방법

을 수정·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보다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생활 과업

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연구에서는 실생

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24차시 밖에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 파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한 학기나 일 년에

거쳐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이 수업

참여도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기 연구결과를 단기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적당한 기간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앞으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밝

히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는

전적으로 수업참여도를 통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따라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

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생활 과

업중심 영어수업에서 모둠 구성방식이나 과업 유형에 따른 수업참여도

차이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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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하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요도

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활

동이�있는�수업)을�하는�것이

영어�듣기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영어�말하기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내용을�배우는�것에�도움이�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시간에�주어지는�개인별�과제를�

하는�것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호감도

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활

동이�있는�수업)을� 한다면

영어�듣기가�더�재미있어질�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영어�말하기가�더�재미있어질�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내용을�배우는�것이�더�재미있어질�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시간에�주어지는�개인별�과제를�하는�

것이�더�재미있어질�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감

나는�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 수업(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활

동이�있는�수업)을� 한다면

영어�듣기에�자신감이�생길�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영어�말하기에�자신감이�생길�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내용을�배우는�것에�자신감이�생길�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시간에�주어지는�개인별�과제를�하는�

것에�자신감이�생길�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학생 설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 � � � � � 번호: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

어�있습니다.�각�문항에�솔직하게�응답해주세요.�해당되는�번호에�∨표시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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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준비

나는�영어� 수업시간�전에� 배울� 내용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해온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받은� 활동지를�

잘�챙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영어� 수업시간�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활동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

하시거나�친구가�발표할�때�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집중하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대답하기�위해�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개인별� 활동지

를�성실하게�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둠

활동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의� 목

표를�어떻게�달성할지�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영어�수업시간에�모둠�활동에�참여

하여�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서로�

힘을�합쳐�모둠�활동을�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수업참여도 학생 설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 � � � � � � � � 번호:　　　　　

이�설문지는�여러분의�수업참여도를�묻는�질문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각�문항에�솔직하게�응답해주세요.� 해당되는�번호에�∨표시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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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영어 의사소통능력 채점기준표 내용타당도 검증 설문지

‘영어 의사소통능력 척도’ 

Ÿ 정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타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Ÿ 하위 영역 정의:

- 내용 구성: 의사소통의 내용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

- 언어 사용: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가 유창하고 정확한 정도

- 자세 및 태도: 의사소통 시 비언어적 표현 및 태도

- 규칙 준수: 의사소통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 정도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문항

전혀
타당
하지
않다

타당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내용

구성

내용의

적절성

1. 의사소통의 상황과 주

제에 알맞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그에 적

절하게 응답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내용의

충실성

1.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

어 필요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언어

사용
정확성

1. 문장 표현에 어법 오류

가 없이 잘 말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

는 발음으로 발화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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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1.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

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발화 속도인가?
① ② ③ ④ ⑤

2.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

스러운 발화를 유지하

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3. 완성된 형태의 문장을

활용하여 이야기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자세

및

태도

몸짓

언어

1. 상황에 알맞은 표정,

제스처를 적절하게 이

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수행

태도

2.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

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규칙

준수

시행

규칙

1. 역할극 수행의 주의사

항을 제대로 준수하는

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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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지도안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1-2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7.

I visited my uncle in Jeju-do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과거에 한 일을 표현하기 차시 1-2차시

형태 개별학습 자료
PPT, 선생님 사진, 그

림 그리기 학습지,
학습

목표

- 과거에 한 일에 대해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 사전과업 수행을 통해 목표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학습

내용

-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을 포함한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어구, 단어, 표현 익히기

- 마인드 맵 활동을 통해 방학에 한 일 생각해보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사전

과업

준비

단계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1)

◎ 동기유발하기

- 교사가 방학에 찍은 사진 보여주며 학습내용인 과거에 한

일을 나타내는 표현의 필요성을 유도하기

◎ 배울 내용 소개하기

- 배울 표현과 이번 단원에서 수행하게 될 과업 알려주기

◎ 준비[1]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 어구, 문장 등을 활성화 하기(단어: yesterday,

last week..../ 어구: visited my grandparents, went to

Busan.../ 문장: What did you do?)

◎ 사전 과업[1] : 방학에 한 일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기

- 방학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어 보기

- 방학에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위주로 마인드

맵 그려보기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2)

◎ 준비[2] : 제시된 대화 듣고 주요 표현 알아보기 및 표

현 익히기

-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 사전 과업[2] : 과거에 한 일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찾아 익히기

- 모둠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도 학생들이 표현하

고 싶은 과거에 한 일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들도 찾아보고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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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3-4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7.
I visited my uncle in Jeju-do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과거에 한 일을 표현하기 차시 3-4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PPT, 선생님 사진,
그림 일기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다양한 과거 표현 익히기

학습

내용

- 마인드 맵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학에 한 일에 대한

그림일기 쓰기

- 방학에 한 일에 대한 그림일기를 쓴 뒤, 모둠별로 돌려 읽고

발표계획 세우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과업

수행

◎ 목표과업[1] (그림일기 쓰기) 수행하기

- 마인드맵에서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방학에 한 일에 대

한 그림일기 작성하기

-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 단순히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한 일을 한 내용뿐만 아니

라, 거기서 했던 생각이나 느낌 등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하

기. 교사의 도움과 사전을 활용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일부

표현뿐만 아니라 마인드맵에서 적은 다양한 활동들을 영어

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발표

계획

세우기

◎ 목표과업[2] (‘우리 모둠이 방학에 한 일’ 발표계획 세우

기) 수행하기

- 각 모둠별로 모둠 구성원들은 그림일기를 돌아가며 발표

하고 여름방학에 한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하기

- 모둠별로 학급친구들에게 방학에 한 일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기

- 방학에 한 일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우리 모둠이 방학에 한 일’ 발표 계획 세우기

(※ 이때 발표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는 같은 모둠원들

이 도와줄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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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5-6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7.

I visited my uncle in Jeju-do.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과거에 한 일을 표현하기 차시 5-6차시

형태 모둠학습, 개별학습 자료
PPT, 선생님 사진, 그

림 그리기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다양한 과거 표현 익히기

- 배운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습

내용

- 모둠별로 방학에 한 일을 발표한 뒤 발표 내용을 듣고 주요 내

용 정리하기

- 과거에 한 일에 대한 표현을 묻고 답하는 연습 활동을 통해 배

운 내용 정리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발표

◎ 목표과업[3] (’우리 모둠이 방학에 한 일‘ 발표하기) 수행하기

- 각자 방학에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하게 요약하여 ’우리 모둠이 방학에 한 일‘에 대한 주제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다른 친구들은 발표한 친구들의 내용을 학습지에 각자 간단

하게 요약하기

(※ 필요할 경우, 교사가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PPT에 첨부하여 각 모둠이 발표할 때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형태

초점

단계

형태

초점

활동

◎ 형태 초점[1]  

- 동사의 과거형 변화 및 과거에 했던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

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 형태 초점[2] 

-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다 같이 풀어보고

목표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서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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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7-8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8.

How much are the shoes?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물건을 사고 팔기 차시 7-8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유행하는 광고의 동영상

및 사진 자료, 모둠별 가

게 이름 정하기 학습지

학습

목표

- 물건의 가격과 치수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 사전과업 수행을 통해 목표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학습

내용

- 물건의 가격과 치수 묻고 답하는 표현을 포함해 물건 사고팔기

와 관련된 다양한 어구, 단어, 표현 익히기

- 모둠별로 운영할 가게의 종류와 이름 정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사전

과업

준비

단계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1)

◎ 동기 유발하기

- 교사가 요즘 유행하는 물건의 광고를 보여주며 물건 사고

팔기와 관련된 표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 배울 내용 소개하기

- 배울 표현과 이번 단원에서 수행하게 될 과업 알려주기

◎ 준비[1]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 문장 등을 활성화하기(단어: shoes, socks, buy.../ 문

장: How much are they?, What size do you want?...)

◎ 사전 과업[1] : 모둠별로 운영할 가게의 종류와 이름 정하기

- 시장놀이를 할 때 모둠별로 운영할 가게에서 어떤 상품을

팔지 이야기해보기

- 모둠별로 가게의 종류와 이름 정하기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2)

◎ 준비[2] : 제시된 대화 듣고 주요 표현 알아보기 및 표현

익히기

-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 사전 과업[2] :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모둠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물건을 사고팔 때

필요한 단어나 표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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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9-10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8.

How much are the shoes?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물건을 사고팔기 차시 9-10차시

형태 모둠학습 자료

-모둠별 광고지 학습지

-모둠별 시장놀이 계획서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학습

내용

- 모둠별로 팔 물건의 가격과 치수 등을 계획하는 과업을 통해 물

건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물건 광고지 만들기 과업 수행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하

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과업

수행

◎ 목표과업[1] (시장놀이 계획서 작성하기) 수행하기

- 모둠별로 시장놀이를 할 계획을 세우기

- 모둠별로 가게에서 판매할 물건의 가격과 치수, 색상 등을

정하여 모둠별 시장놀이 계획서 작성하기

발표

계획

세우

기

◎ 목표과업[2] (모둠별 광고지 만들기) 수행하기

- 목표과업1(모둠별로 팔 물건의 가격, 치수 등을 정하기) 에

서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끼리 운영할 가게에 붙일 광

고지 제작하기

-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광고지

를 제작하기

(※ 단순히 교과서에 제시된 물건의 가격과 치수와 관련된 표

현뿐만이 아니라, 물건의 색상과 같은 물건의 특징과 관련된

표현도 지도한다. 또한 광고와 관련한 다양한 표현을(예: buy

1 get 1 free, 20% off 등) 지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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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11-12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8.
How much are the shoes?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물건을 사고팔기 차시 11-12차시

형태 모둠학습 자료 모둠별 광고지, 종이 돈, 물건
스티커, 물건 구입 미션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학습
내용

- 시장놀이 과업 수행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발표

◎ 목표 과업[3] (광고지를 활용하여 시장놀이하기) 수행하기
- 모둠별로 만든 광고지를 게시하고 가게 열기
- 모둠별로 각 가게에서 정한 치수와 색상, 가격에 맞게 물건을
사고파는 미션을 수행하는 시장놀이 하기

○ 시장놀이 규칙 및 안내사항 ○

- 모둠별로 제작한 광고지를 모둠책상에 붙인다.

- 모둠별로 판매할 물건의 치수, 색상, 가격이 들어간 물건 스티커
및 종이돈 20달러를 나누어준다.

- 모둠별로 물건 구입 미션 학습지를 나누어준다.

- 각 모둠은 2명씩 나누어 2명은 구매자가 되고 2명은 판매자가 된
다.(4명이 한 모둠)

- 판매자는 가게에 남아 종이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다.(물건을 판

매할 때 종이돈을 받고 물건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 구매자는 종이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여(물건을 구매할 때 종이돈

을 내고 물건 스티커를 받는다.) 물건 구입 미션 학습지에 붙인다.

- 구매자가 미션 학습지를 완성하면 선생님께 제출하고 다음 미션
학습지를 받은 뒤 이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을 바꾸어 미

션을 수행한다. (매 미션이 끝날 때마다 역할을 바꿈)

-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장놀이가 끝났을 때 가장 많은 미션을 해결한
모둠이 우승한다.

(※ 이때, 학생이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단순히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내용, 할인을 부탁하
는 내용 등의 표현 등도 과업 수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
도록 지도한다.)

형태
초점
단계

형태
초점
활동

◎ 형태 초점[1] 
- 물건의 가격과 치수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 형태 초점[2] 
- 시장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를 다 같이 풀어보고 목
표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서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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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13-14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9.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기 차시 13-14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소
개하는 피피티, 모둠별 조사
주제 정하기 학습지

학습

목표

-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 사전과업 수행을 통해 목표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학습

내용

-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포함해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어구, 단어, 표현 익히기

- 모둠별로 조사할 주제 정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사전

과업

준비

단계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1)

◎ 동기 유발하기

- 교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며 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기와 관련된 표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 배울 내용 소개하기

- 배울 표현과 이번 단원에서 수행하게 될 과업 알려주기

◎ 준비[1]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 어구, 문장 등을 활성화 하기(단어: favorite subject../

어구: draw pictures, play sports/문장: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_____. )

◎ 사전 과업[1] : 모둠별로 우리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주제를 정하기(좋아하는 과목, 음식, 동물, 색

깔, 캐릭터 등)

- 모둠별로 조사하고 싶은 주제 이야기해보기

- 모둠별로 조사할 주제 정하기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2)

◎ 준비[2] : 대화 듣고 주요 표현 알아보기 및 표현 익히기

-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 사전 과업[2] :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할 때 사용할 수 있

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모둠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할 때 필요한 단어나 표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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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15-16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9.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기 차시 15-16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모둠별 설문조사 학습

지, 모둠별 발표자료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학습

내용

-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과업을 통해 좋

아하는 것을 묻고 답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료 만들기 과업 수

행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과업

수행

◎ 목표과업[1]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설문조사하기)

수행하기

- 모둠별로 정한 주제(음식, 캐릭터, 동물, 가수, 과목 등)를 바

탕으로 좋아하는 것을 질문하는 설문조사 문항 만들기

- 정한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반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것

을 설문조사하기

(※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꼭 서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

는 말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표

계획

세우

기

◎ 목표과업[2]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발표자료 만

들기) 수행하기

- 목표과업[1]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 그리기

- 목표과업[1]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반 친구

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문장 쓰기

(※ 문장 쓰기가 어려울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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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17-18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9.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기 차시 17-18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모둠별 발표자료 학습

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 배운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습

내용

-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기 과

업 수행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발표

◎ 목표과업[3] (모둠별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발

표하기) 수행하기

-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하기

- 모둠별로 만든 발표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반 친구들에게 우

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설명해주기

- 다른 친구들은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발표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해보기

형태

초점

단계

◎ 형태 초점[1]

-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

고 답하는 연습하기

◎ 형태 초점[2]

- 배운 표현과 관련된 퀴즈를 다 같이 풀어보고 목표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서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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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19-20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10.

What a nice house!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차시 19-20차시

형태 개별학습 자료
세계의 신기한 집 동영상,

연꽃기법 학습지

학습

목표

-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 감탄하는 표현 익히기

- 사전과업 수행을 통해 목표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학습

내용

-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 감탄하는 표현 및 과업 수행과 관련된 다

양한 어구, 단어, 표현 익히기

- 연꽃기법을 통해 집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떠올리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사전

과업

준비

단계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1)

◎ 동기 유발하기

- 세계의 신기한 집들에 대해 소개하며 장소 묘사하기 및 감

탄하기와 관련된 표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 배울 내용 소개하기

- 배울 표현과 이번 단원에서 수행하게 될 과업 알려주기

◎ 준비[1]: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

어, 어구, 문장(단어: livingroom, kitchen../문장: There are

two beds in the bedroom. What a nice house!) 등을 활성

화 하기

◎ 사전 과업[1] : 연꽃기법을 활용하여 나의 드림하우스를

꾸밀 다양한 아이디어 떠올리기

- 각자 연꽃기법 학습지를 작성하며 내가 살고 싶은 집에는

어떤 방과 어떤 가구들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준비

및

사전

과업

수행

(2)

◎ 준비[2] : 대화 듣고 주요 표현 알아보기 및 표현 익히기

-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 사전 과업[2] : 장소를 묘사하거나 감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모둠별로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 이외에 장소를 묘사하거나

감탄할 때 필요한 단어나 표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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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21-22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10.

What a nice house!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차시 21-22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개인별 드림 하우스

꾸미기 학습지, 모둠별

드림 하우스 꾸미기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 익히기

학습

내용

- 모둠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드림하우스의 각 부분을 꾸며보고 이

야기 나누기 과업을 통해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 드림하우스의 각 부분을 꾸미는 과업을 바탕으로 모둠별 드림하

우스를 꾸민 뒤 발표할 계획을 세워보면서 장소 묘사하기 및 감

탄하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익히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과업

수행

◎ 목표과업[1](개인별 드림하우스 꾸미기) 수행하기

- 모둠별로 꾸밀 드림하우스의 각 부분을 나누기(예: 거실, 화

장실, 부엌, 침실 등)

- 정해진 드림하우스의 부분을 꾸며보고 묘사하는 문장 쓰기

- 각자 꾸민 부분을 모둠원끼리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기

(※ 문장 쓰기가 어려울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표

계획

세우

기

◎ 목표과업[2](모둠별 드림하우스 꾸미기) 수행하기

- 목표과업[1]에서 작성한 내용을 합하여 모둠별 드림하우스

꾸미기

- 이때 모둠원이 상의하여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더 적기

- 모둠별 드림하우스를 묘사하는 문장 쓰기



- 144 -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23-24차시 지도안>

단원
Lesson 10.

What a nice house!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주제 좋아하는 것을 묻고 답하기 차시 23-24차시

형태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모둠별 드림하우스 꾸미기

학습지

학습

목표

- 목표과업 수행을 통해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 익히기

- 배운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습

내용

- 모둠별 드림하우스 발표하기 및 투표하기 과업 수행을 통해 장

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익히기

-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학 습 구 성

단계 내용

과업

순환

단계

발표

◎ 목표과업[3] (모둠별 드림하우스 발표하기 및 투표하기)

수행하기

- 모둠별로 만든 드림하우스를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을 활용

하여 반 친구들한테 발표하기

- 감탄하기 표현을 활용하며 가장 멋진 집에 투표하기

(※ 이때 모둠별로 만든 드림하우스 그림은 교사가 PPT 화면

으로 보여주어 발표를 듣는 학생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형태

초점

단계

◎ 형태 초점[1]

- 장소 묘사하기 및 감탄하기 표현을 형태에 초점을 두어 묻

고 답하는 연습하기

◎ 형태 초점[2]

- 배운 표현과 관련된 퀴즈를 다 같이 풀어보고 목표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서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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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 사후 인터뷰 질문지

반 ( ) 이름 ( )

이 인터뷰 질문지는 향후 더 나아진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준

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의 경험을 바탕

으로 다음 질문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합니까?

3. 앞으로 영어수업을 듣는다면 원래 수업방식과 실생활 과업중심 영

어수업 중 어떤 수업방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4. 3번과 같이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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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School 

Students’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nd its Effect 

on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via a Mediating Effect of 

the Class Participation

Song, YunJi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on

students’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Specifically, the proposed

relationship is examin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class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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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does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2.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ffect class participation?

3.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4. How does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5.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when a

mediating effect of class participation is prese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students’ attitude toward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Scale(RLTBEIS), Class Participation

Scale(CPS), and Role Play Assessment Scoring Criteria

Table(RPASCT) were developed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RLTBEIS is composed of three sub-constructs:

① Importance ② Interest, and ③ Confidence. The CPS is composed

of three sub-constructs: ① Learning preparation ② Learning activity,

and ③ Group activit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se two scales

aptly measure sub-factors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lso, these two scales were shown to be reliable by looking at their

Cronbach’s α coefficient. Meanwhile, the RPASCT is composed of

four sub-constructs: ① Content ② Use of language ③ Attitude ④

Compliance with rules.

A total of 125 students at H elementary school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LTBEIS and CPS were used throughout the

semester and two sets of role play assessments were conducted on

these students. The first role play assessment was conducte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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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nd the

participants’ pre-scores of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were

collected. The second role play assessment was conducted right after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nd the participants’

post-scores of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The results of paired

t-test showed that the post-score of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was statistically higher that the pre-score of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t=13.92, p<.001). Also, there were statistical rises in each

sub-category of RPASCT(p<.001).

Second,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ffected the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In the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attitude toward thd students’ particip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600, p<.001)

without the control variable(the pre-score of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446,

p<.001) with the control variable.

Third,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affected students’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path analysis of SEM,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toward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543, p<.001) without the control variabl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322, p<.01) with

the control variable.

Fourth,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was predictive of th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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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The indirect effect on the

attitude and th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by the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326, p<.01) without the control variabl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143, p<.01) with the control variabl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doesn’t affect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directly and

class participation complet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conclusion,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ffected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with a

complete mediation of class particip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lass participa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And teachers who want to

us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should consider ways

to increase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before starting the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keywords : attitude toward ‘Real-Life Task-Based 

English Instruction’, class participation,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 2018-2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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