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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따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scribe and analyze the English 

education process of underachie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The analyses produce nνo themes: positive 

and negative English learning experiences. Students are motivated when teachers are 

friendly and give them positive responses.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interesting 

games give more motivation to students. Content coverage for one period should be 

moderate for students to achieve. Students are disengaged in the classes when they 

come to supplementary classes against their will , and the content is above their level. 

Environmentally, parental indifference is translated into student’s indifference to the 

study. A rushing environment to cover too many units of materials makes them 

frustrated moving on without grasping what’s being taught. In conclusion, a careful 

understanding about managing time, learning environment, teaching materials and 

rapport forma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are found to be necessary in the 

underachie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education. 

Key words: 학습 부진아(underachievers), 초기 문자(ear ly literacy), 문자 지도 

(literacy instruction),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1. 서론 

2007년 7월 교육격차해소와 생애 주기 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교육인적자원 

부가 발표한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 수준 학력 평가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도입되었다. 201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 

학교 6학년 영어과 기초미달 학생은 전체의 2.1%로 나타났는데, 기초학습 미달 

정재준 제 I 저자, 김정 렬; 교신저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80 정재준, 김정렬 

학생의 비율은 학교 평가,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직접 

활용 되었다. 처음 초동학교의 영어의 도입 취지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교육부, 1998). 그러나 시험 결 

과를 학교 평가에 활용하는 상황은 학교에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사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이다. 이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 동안 고민 

하지 않았던 영어 학습 부진아로 새로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영어는 다른 교 

과와 다르게 학생의 교육 기회에 따른 능력차이가 크고 학습 부진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단기간에 영어 학습 부진아를 구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 영어 학습 부진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영어 

학습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박지윤(2009)은 학생수준의 변인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도, 영어 문화권에 대한 흥미도,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영어 불안감,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가족 구성원의 영어구사 능력 및 부모의 관심, 영 

어 과제 해결 방법 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영어 부진아들을 지도할 때 정의 

적 측면의 동기유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영 

어구사 능력 및 부모의 관심 영역에서는 영어 부진아들의 경우 가정에서 영어 

공부를 도와줄 만한 성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Jeong과 Kim(2012)은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시각, 청각, 조작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영어 학습 부진아의 

특성에 맞는 학습 자료로 볼 수 있는데,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학습 부진학생 

의 특성에 맞는 학습 자료의 개발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지도 자료에서 

추구하는 지도 목적, 지도 방법, 활동 유형 등은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및 자료를 실제 활 

용하여 지도 하였을 때 학생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습은 개인적인 사고 작용이므로 학생의 학습 경험을 탐구해 효과 

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때 

문이다. 또한 연구 과정을 단순히 성적의 향상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학습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습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살 

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학습 부진의 원인에 맞게 개발된 Jeong과 Kim(2012)의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영어 학습 부진아들을 지도하여 보고 실제 지도 과정에서 보이는 사 

례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하여 초등영어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학습 과정의 요인이 주는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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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 .1 . 영어 학습 부진아의 개념 

일반적인 부진아의 개념은 지능은 정상이나 교과학업 성적이 기대만큼 미치 

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이는 학습지진아, 학습 장애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강수희, 2010). 학습지진아는 지능이 70∼80정도의 학생으로 학습하는데 시 

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을 말한다. 학습 장애아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으로 지각 및 중추신경 계통의 이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리 또 

는 연상능력 등의 특정영역에 곤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김승국, 김은경, 2007). 

영어 교과의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 학생들은 학습 능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비효율적인 과제수행은 부적절한 선택적 주의 

집중, 시각적, 전체적인 정보처리 전략과 언어적 처리 및 분석적, 순서적 전략 

등의 부족과 같은 정보 처리상의 문제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의사 소통하는 모든 능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이지영, 2이0) .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학습 장애가 아니기 때 

문에 교사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 결손을 해결해 주면 학 

습부진 해소가 가능한 학생들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영어 학습 부진아는 지능은 정상이나 영어교과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학생으로 

한다. 

2.2. 영어 학습 부진아의 특성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습 부진아의 특성을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나 

누어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영어 학습 부진아들의 특성은 유정숙(2011 ) 

의 연구에 따라 인지적, 정의적 특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2.1. 인지적 특성 

영어 학습 부진아의 인지적 특성으로 첫째, 학습자의 정보처리 속도를 들 수 

있다. 학습자의 정보처리 속도가 낮은 경우 다른 학습자들보다 학습에 부진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아들은 학습 속도가 느려 자신이 영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중간에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 둘째, 

학습자의 어휘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틀 수 있다. 영어 학습 성취도 

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그러한 것을 실제 상황에 잘 사 

용한다. 그러나 영어 학습 부진아는 자신의 생각, 경험, 환경적 현상을 표현하 

고 해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가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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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셋째, 학습자의 변별력과 주의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수한 영어 학습자들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필요 

한 정보를 잘 구별하여 학습하는 반면, 학습부진아들은 변별력 부족으로 결정 

적인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하다. 넷째 학습자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 

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시각적 또 

는 청각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면서 저장하고 전이하여야 하는데 학습 부진아들 

은 이 과정을 잘 하지 못한다. 다섯째, 영어 학습자의 과거의 경험이나 선행 학 

습의 결손이 영어 학습의 부진을 가져온다. 학습자가 이전에 영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이 후속 학습에 부정적인 태도나 

흥미 저하의 원인이 되어 후속학습을 방해한다. 

2.2.2. 정의적 특성 

영어 학습부진아의 정의적 특정은 첫째, 성격적 요인을 볼 수 있다. 영어 학 

습자가 성격적으로 낯선 것이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어라는 낯선 정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학습 

하게 된다. 둘째, 의지가 약하거나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을 못한다. 이러한 학 

습자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해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결과 

들이 누적되어 학습부진이 된다. 셋째,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하도 

원인이 된다. 영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이 수준에 맞지 않고 수 

업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며, 영어에 대한 낮은 학습통기 

를 가진 학습자는 영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 넷째, 영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학습부진을 초래한다. 영어 학습이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영어 학습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영어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영어 자체에 대해 회피하는 성향을 보 

인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부진 학생 지도 자료를 적용한 부진아 지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 대상자를 대전 D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 4학년 기말 고사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4학년 l 학기, 2학기 기말 고사 영어 성적을 합산하여 보통의 학습 부진 

기준인 60점 이하 학생들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학생 중 연구자가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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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용이한, 연구자가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셋째, 

학생의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선정 기준에 의해 선발된 연구 대상의 성적은 다음 표 1과 같다. 

대상자 

A 

B 

c 

표 I 

학습부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영어 능력 및 학습 내용 

부진 영역 부진 특성 학습 내용 고려 사항 

전 영역 

전 영역 

전 영역 

지도 자료의 음운인 
학습 전략 부족, 동기 

식부터 문장 지도까 학습 통기 부여 펼요 
부족, 학습량부족 등 지 

학습 전략 부속, 동기 지도 자료의 음운인 학습 전략 지도, 동기 
부족, 흥미 부족, 학습 식부터 문장 지도까 부여 펼요 
량부족등 
학습 전략 부족, 동기 지도 자료의 읍우이 

듣기 활동 시 자신감 부족, 낮은 영어 학습 식부터 문장 지도까 브조 
선호도 등 지 ’ 「

3명의 학생 모두 전 영역에 걸친 학습 부진을 보이고 있다. c 학생의 경우 
듣기 활동에 특히 부진을 보인다. 학습 부진의 원인은 4학년 영어 전담 교사와 

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낮은 학습 선호도, 흥미도, 동기 부여 등이 원인 

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 자료에서 제시하는 음운인식 활동부터 문장 지도까 

지 순차적으로 통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 과정에서 A 학생의 경 

우 학습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B 학생은 학습에 흥미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 

했다. c 학생의 경우 듣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 과정을 
진행 하였다. 위 표를 바탕으로 각 학생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특성은 

학습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A 

학생부터 기술한다 

3.1 .1. A 학생 

A 학생은 여학생으로 평소 수업 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나 집중력이나 

과업 집중도가 떨어진다.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교과 성적이 낮은 편이나, 

공부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크다. 평소 일기에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쓰며 공부를 잘 하고자 하는 따음이 보인다.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일기 

를 통해 나타내고 지속된 학습 부진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평소 이 

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다. 4학년 때 육상대회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와 처음 만 

났으며 그 때 이후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관계를 유지하였다. 5학년이 되어 

담임과 학생으로 만났으며 남자 선생님이 담임을 하여 매우 좋다고 학기 초 설 

문에 썼다 ... 가정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오빠에게 가끔 영어를 배우기도 하며 학 

원은 다니지 않고 있다. 현재 부모는 자영엽을 하고 있으며, 집에서 혼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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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많다 영어 학습부진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독려하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누적된 영어 

학습 능력이 커 기초 음운인식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3.1.2. B 학생 

B 학생은 남학생으로 현재 학급에서 학력이 가장 낮은 학생이다. 축구를 매 

우 좋아하여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는 매번 축구를 하기를 원한다.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잦고 다른 친구의 잘못을 잘 이른다. …중략- - -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지도 시간을 

줄여주자 점차 성실히 참여하게 되었다. 이 학생 역시 누적된 영어 학습 부진 

을 위해 기초 음운인식부터 학습을 시작하였다. 

3.1.3. c 학생 

c 학생은 남학생으로 상대적으로 앞의 학생들 보다는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영어 학습 중 특히 듣기 학습에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영어 

평가가 듣기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 

들을 잘 도우며 밝고 원만한 성격이다 .• 중략 .• 그러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커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 의 

지를 보였다. 듣기 능력이 부족한 c 학생을 위해 다른 두 명의 학생과 같이 음 
운 인식 학습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3.2 .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부진 학생 지도 자료를 적용한 부진아 지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지도 

자료 및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지도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 자료는 Jeong과 Kim(2012)의 연구로 학습부진학생들 

의 학습동기를 극대화 하고 습득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배열 전략을 

수립하였다. 철자 및 음소인식 단계에서의 영어습득을 위해 이음식별, 음소병합, 

음소분리, 음소조작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 및 자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기초단계이므로 

가장 쉬운 시각적인 면을 먼저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 조작적, 청각적으 

로 접근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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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지도 절차 

수업 지도는 매주 방과후 20분씩 2회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지도 

방법은 지도 자료의 내용 및 구성 체계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지도 자료의 내 

용 구성은 Letters, Words, Sentences 각 Part별로 학습 내용에 따라 Unit들로 구성 

되 었으며, 각 Unit들 또한 구체적인 지도 자료인 Lesson들로 이루어져있다. 지 

도 자료의 각 Part는 교수전략 및 교수방법, 학습 개요로 구성되어있다. Letters 

Part는 음소인식(phonemic awareness), 음철법(phonics), 철자법 (orthography)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Words Part는 초등학교 목표어휘인 500여개 중에서 기 

본적인 300여개의 어휘로 구성되었고, Sentences Part는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들로 

구성되었다 

3.2.3. 수업 지도안 

교수학습 과정안은 복습 도입 전개 정리로 이루어졌다. 단순하지만 학생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한다. 사진자료, 보상책 등 다양한 수업 

외적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먼저 마음 열 

기로 수업을 시작 한다. 가벼운 일상적 대화를 하고 복습으로 수업을 본격적으 

로 시작한다. 복습은 학습 부진아 지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이지영(2010)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복습을 하고 난 후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먼저 Look 

and Listen 단계로 들어 간다. 이 단계에서는 오늘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 그림 

자료와 함께 듣기 활동을 한다. 학습지를 이용하여 들은 내용과 그림 자료를 

맞추어 보는 활동을 한다. 다음으로 Sing (Chant) and Speak 활동으로 직 접 활동 

하는 단계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제 

시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PPT 자료를 활용해 정리 학습한다. 보상 

및 반성 단계에서는 학습 태도에 대해 보상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반성한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감상문을 작성한다. 차시 예고 

를 통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 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친다. 

3 .3. 자료 수집 방법 

학습부진 지도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 

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인 인터뷰, 관찰, 학생 소감문 및 비공식적 대화를 통 

해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사고 과정, 지각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관찰은 인 

터뷰와 문서 자료를 통한 주제 탐구과정에서 주제의 구체화에 활용하였으며, 

관찰 과정 중 새로이 탐구해야 할 과제가 발생할 경우 비공식적 대화를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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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 표 2 

와같다. 

표 2 

자료수집 방법 

내용 
- 전기, 중기, 말기 각 l 회 , 종 3회 실시 

향펄 

인터뷰 - 녹음하여 워드프로그램으로 전사 
- 주제화 목록 작성 관점 결정에 이용 
- 전기, 말기 각 1회, 종 2회 비디오 촬영 
- 관찰지를 이용한 관찰 

관찰 

-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자료 
문서 자료 - 설문지를 통해 수업 후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답 요구 

- 학습과정 중 생산된 학습지 
- 연구 과정 중 학습자와 신뢰감 형성 
- 다른 자료와 비교 분석에 활용 

비공식적 대화 

3.3.1.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Merriam( 1998)이 제시하고 있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바탕으 

로 하여 인터뷰 항목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자 

료를 탐색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지도 자료에 대한 학생의 지각을 해석할 수 있 

는 문항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인터뷰 문항은 초등영어교육전공 대학원에 다니 

는 현직 교사 2인과 영어교육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폭넓은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의 범위를 확장하고, 연구 참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들 

을 명료화 하였다. 

기본적인 학생 이해를 위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의 생활을 파악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준다. 그리고 그날 배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긍정감, 

부정감 등을 통해 학습 과정 중 느건 학생의 감정을 파악하였다.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도 자료의 학습 과제의 적절 

성, 효과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만들어진 질문지에 따 

라 인터뷰가 진행되지만, 응답자인 학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고,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 교사의 응답에 따라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Merriam, 1998)의 형 

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미리 만들어진 질문을 순서대로 해나가되, 답변 중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번에 걸친 인터뷰 실시로 연구자가 질문을 외워서 대화하듯 

이 진행하고, 빠진 항목들을 추가로 질문하기도 하였다(이용숙, 김영천, 2005). 

초기에는 연구자가 인터뷰 질문 항목을 바탕으로 대답을 들었으나 연구 과정에 

서 동일한 인터뷰 질문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어 차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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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학생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교사의 이해를 위해 보충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일지와 각 인터뷰의 시간 분량은 표 4와 같다. 

분류 

학생 이해 

교사의 지도 과정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표 3 

인터뷰 질문 주제 

질문주제 
오늘의 기분, 학교에서의 일상, 가정에서의 일상, 
친구관계 
가정에서 영어 학습 상황, 학교에서 영어 
상황 
오늘 배운 영어 학습의 흥미도 

오늘 배운 영어 학습의 긍정감 

오늘 배운 영어 학습의 부정감 

차시 학습 과제의 적절성 

알파뱃, 음운인식 학습의 효과성 

단어 학습의 효과성 

문장 학습의 효과성 

학습 환경의 적절성 

번호 

φ 

략증 @
→
@
-
@)-
@
-
@二(ψ

-@
)
-@
-때
)
 

분량¢낸결촉j 
0: 18:06 
0:13:13 
0: 10: 17 
0:13:33 
0: 14:36 
0: 12:45 
0:2 1 :35 
0:25 :43 
0: 19:12 

표 4 

인터뷰 일자와 분량 

대상자(회기) 일자(년.월 일) 
Al 20 12.3.28 
Bl 20 12.3.28 
C I 20 12.3.28 
A2 20 12.5. 10 
82 2012.5. 10 
C2 20 12.5 .10 
A3 2012.7.4 
83 20 12.7.4 
C3 20 12.7.4 

시키 

초기 

중기 

말기 

3.3.2. 관찰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고와, 언 

어, 그리고 태도 등을 폭넓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 

는 교실 수업을 관찰 장소로 선정하였다. 수업관찰은 학생들의 인터뷰와 설문 

지, 학습지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내용을 

보충하거나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학생들은 인터뷰를 통해 학 

습 자료에 대한 인식을 표현 했지만, 수업 관찰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었다. 또 

한 인터뷰나 문서를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관찰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대해 연구자가 더 탐색해야 할 부분은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이해하였다(박혜성, 김윤규,20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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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문서 자료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수업에 사용되는 지 

도 자료를 포함한 평가지 학습 후 학생들이 작성하는 소감문 등을 문서자료로 

활용하였다. 지도 자료에 포함된 수업자료와 평가지, 수업지도안과 수업계획표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연구에 필요한 문서자료로 활용하였다. 

3.3.4. 비공식적 대화 

비공식적 대화 역시 자료 수집과정에서 학습자의 반응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현하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 내어 연구 대상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비공식적 대화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에 신뢰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보다 심충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내용이 있을 경우 비공식적 대화 

과정을 통해 결과를 얻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 

료를 연구자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참여자 검토를 위해서 비공식적 대 

화를 사용하였다(박혜성, 김윤규,20 11) . 

3.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형태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많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고 

려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Merriam(l 998)이 제시한 여섯 가지 타당도 확보 방안 

전략 중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함 

으로써 다각화를 실행하였다. 이는 삼각측정법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에 

서 올 수 있는 연구자료의 해석의 결점과 판단 오류를 보완할 수 있고,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연구자가 내린 결론에 타당성을 더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수업 관찰 

지, 문서 자료, 비공식적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Park과 

Lee(20 10)는 실제 질적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연구 방법에는 이 

러한 삼각측정법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 과정에서는 자세히 들어나지 않 

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삼각측정 과정이 충실히 지켜지 

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참여자 검토는 연구의 전반에 걸쳐 인터뷰와 관찰을 통 

해 얻은 자료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연구자가 이해한 바를 참여자들에게 묻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염시창(2001)에 의하면 조사 중 혹은 결론을 내 

리는 시점에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신빙성 점검 방법이라고 하였다.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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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틀이 연구자가 구성한 해석에 동의한다면 결과의 신빙성 즉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결과가 나타날 때 그 결과에 대해 영어교육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동료검토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재학중인 교육대학원 동료 

학생들과 질적 연구 과정의 전문가와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과정의 결과에 대 

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염시창(2001 )은 동료 디브리핑(Peer debriefing)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관련이 깊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방법은 분석을 위해 사심 없는 동료에게 스스로를 내보이는 과정으로, 조사자 

의 마음속에 묵시적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조사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기 

위한 활동이다. 

3.5. 자료의 처리 qi E브A 닙 H:H 
::><:: LC. -, C그 t=j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자료수집도구들을 통해 피험자들의 영어학습부 

진을 초래하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찰된 

다양한 양상들을 통해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주제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화 과정에 주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주제를 추출하는 것을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설정 

하였다. 

3.5.1. 자료 분석 닙}닙4 
O l:::l 

본 연구는 연속적 비교 분석법에 따라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인 

터뷰, 수업 관찰 그리고 저널 퉁을 비롯한 기타 문서로부터 얻은 자료를 일정 

하게 꾸준히 비교하여 어느 특정한 관점을 갖게 되고 종류나 출처가 같은 자료 

와 다른 자료를 비교하면서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주가 생겨나고 

다른 영역으로 넓혀가는 것이다(Merriam, 1998). 먼저 인터뷰는 인터뷰 장변을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자료가 수집되는 즉시 분석하였다. 특정 

지을 수 있는 주제를 컴퓨터 자료 처리 프로그램(Nvivo 10)을 이용하여 주제화 

하였으며, 이는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과정에 나타나는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 선정에 이용되었다. 

3.5.2 . 자료 분석 과정 

질적 연구의 특성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이 이루어진 후 다시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비교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료의 양이 점차 증 

가되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나선형 자료 분석과정(Creswell , 1998) 

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박혜성, 김윤규(2011 )의 분석 과정을 참고하였다. 먼 

저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사한 후 반복적인 코딩 절차를 거친 후 주제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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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집된 관찰 일지와 수업 촬영 자료, 문서자료 및 비공식적 대화를 인터 

뷰 결과를 코딩하여 나타난 주제화 결과물과 비교·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다각화를 달성하여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코딩 결과 

첫 번째 코딩 과정에서 인터뷰, 관찰 등 자료를 통해 총 217개의 최초 코딩 

결과를 얻었다. NVivo JO 코딩 예시는 부록에 제시한다. 이를 또 다시 통일한 

성질의 항목으로 분류 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카테고리를 얻었다. 이를 다시 I 

차 주제화 결과 영어 학습 부진아를 지도함에 있어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 과정 

을 크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어 트리 노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긍정감이라는 것은 학습 결과와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으로 실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겪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정감 역시 학습 과정 중 

학습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것이다. l차 코딩 결과를 종합하여 상위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각 코딩 목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 과 

정에서 느끼는 경험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특정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감과 부정감의 출현 차이가 미미하고, 각 범주가 결 

과 기술을 위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 2차 주제화를 실시하여 긍정감과 부 

정감에 속하는 카테고리를 다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별로 교사 요인 

관련 카테고리, 학습 자료 관련 카테고리, 학습 환경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 

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카테고리는 자유 노드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보 

면 다음 표 5와 같다. 

긍정감 중에 교사 요인이 13.3%이다. 부정적 요인 중 교사요인은 5.6%로 프 

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친근감은 교사 요인 중 학생들에게 긍정 

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정감 요인을 살펴보면 비교적 장 

기간에 걸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함에 부담을 느끼고 교사의 강압적 태도가 부 

정적 경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학습 자료 관련에서 부정감이 18.3%로 

긍정감 15.6%보다 많았다. 자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먼저 따라 하기 힘든 노래나 율동 등에서 부정감을 느끼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짐을 표현했다. 또한 쓰기 활동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너무 많은 양 

의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긍정감을 느 

끼는 활동으로 학습 자료 중 게임 활동을 23차례 언급을 했다. 학생들이 느끼 

기에 배우기 어려운 노래나 율동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더 선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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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표현했다. 긍정감 중 학습 환경 요인은 20.8% 언급했다. 이는 부정감 중 

학습 환경 요인 1 5 .6%보다 높게 언급한 것으로 방과후 학습 부진아 지도 프로 

그램에 대한 학생들이 느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 

램에 참여함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본인이 느끼기에 편안 

한 환경에서 학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한 일정한 노드에 포함 되지 

않는 부정요인과 관련된 노드로 실패 누적으로 인한 무기력감 4.1 %, 학생들의 

기본적인 집중력 결여 6.6%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학습 과정에 있어 영향을 주 

고 있는 이 두 요소는 학습자의 기본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학습자 관련 요소 

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요소별로 실제 어떠한 인터뷰나 관찰 등이 이 

루어 졌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왜 이러한 요소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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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코딩 결과 
카태코학--

행동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반τ 
교사에 대한 친근감 
흥미 있는 게임 활동 

한 차시 당 적절한 학습 내용 

수업 중 보상 
길지 않은 수업 시간 
소수 그룹 학습 

교사의 강압적 학습 시간 준수 요구 

따라 하기 어려운 활동(노래, 율동 등) 
쓰기 활동의 어려움 

너무 많은 학습 내용 구성 
영어 학습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 

방과후 수업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시선 
장기간 수업기간에 따른 흥미저하 
실패 누적으로 인한 무기력감 

학생의 집중력 결여 
합계 

분류(노드 
교사 

요인 
학증 
자료 
요인 

학증 
환경 
요인 
쿄자 
요인 
학습 
자료 
요인 

7P 

긍정감 

환경 
요인 

xu
π亡-

자
 노
 

부정감 

4.2. 주제화 결과 

영어 학습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분류하여 각 항목에서 분류하고 있는 하 

위분류 즉 교사 요인, 학습 자료 요인, 환경 요인별로 추출하였는데,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음에서 기술한다. 여기에서는 모 

든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정적 항목 

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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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영어 학습의 긍정적 요인 교사 요인 

교사 요인은 학습 과정 중 교사의 행동에 따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학습 

과정 중 교사가 어떠한 태도나 행동이 학습자들에게 긍정감을 주고 있는지 제 

시한다. 교사의 발언, 행동, 태도, 움직임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 

른 학습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수집하여 항목화 하였다. 

학습자들은 각자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반응을 해 줄 때 긍정감을 느끼는 것 

으로 답했다. 교사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 학생들은 안도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학습 과정 중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교사의 말이 학생들 

에게 도달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반웅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학습 

과정 중 비교적 실패를 많이 경험한 학습 부진학생의 경우 시사 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게임 과정 중에 교사의 무의식적인 발언이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갖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다. 

T: 오늘 영어 학습 중 재미있었던 것은 뭐야? 

A: 선생님하고 게임한 것이요. 

T: 게임 중에 좋았던 것이 뭐야? 

A: 그냥 재미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 

T: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니까 재미있었겠구나. 

A: 그리고 게임할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안해서 좋아요.,, 그냥 게임이니까 

T: 선생님이 평소에는 뭐라고 많이 하나? 안 그런거 같은데? 

A: 아니 .. 뭐 .. 그런게 아니구요. 그냥 게임할 때 선생님도 재미있어하는 것 

같고, 제가 맞췄을 때 표정이 그래요. 

T: 표정이 어떻다는 건지 자세히 말해 줄래? 

A: 그냥 .. 표정이 안 무서워요∼(웃음) 

(A2 인터뷰) 

수업 관찰 자료에서도 학생들의 표정이 밝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눈을 마주치고 수업에 참여하며, 밝은 표정으로 즐 

겁게 참여한다는 태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다음은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 초 

기 관찰지로 교사에 대한 학생틀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학생 소감문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교사와 함께 해서 즐겁 

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소감문은 수업 종료 후 바로 작성한 것으로 학생 

이 느끼는 감정을 비교적 진솔하게 표현한다. A는 소감문에서 이와 같은 항목 

을 표현했다. 영어 전담 교사와의 수업 보다 담임 교사의 수업에서 흥미를 느 

끼고 학습 동기를 가지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학습 시작 초기인데 수업 

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았음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 l에 이 

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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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중에 교사의 태도가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학습 과정에 실제 교사가 빠져들지 않으면 학생들도 당연히 따라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게임 활동 중에는 교사도 게임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학생들 

도 즐거워진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과정 중에 교 

사의 표정이나 태도가 학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관찰지 
일시 

2012.4.4 

관찰내용 
청소 후 다른 학생들 귀가 후 
교실에 학생 3명과 교사가 있음 
교실 전편에 책상을 붙이고 앉음 
교실 문을 닫고 회의중 훗말 붙여놓음 
활동 시작 전에 준비에 부산함 
알파뱃 D에 대한 내용을 배움; 대부분 단어를 
그림과 잘 연결함 
학생들의 표정이 밝고 반응이 긍정적임. 
교사의 눈을 마주치고 참여함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였음 
게임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노래 부르기를 어려워 함 노래 소리가 너무 커 
서 놀람. 노래 따라 부르게 하기가 어려워짐 

소
 {λ
 

장
 -교
 

관찰초점 
쿄잘환경 
참여 학생 수 
교실 위치 
물리적 특정 

분류번호 

조- I 

환경 

활좋패흉 
상호작용 
학생의 반웅 
교사의 반웅 

비형식적 반응 
함축적 의미들 미묘한 요소드 
비언어적 의사 교류 
일어나지 않은 것 

시
「
 

이
」
시
「
 

하
ι시
인
L
 

”
팔
 

레
에
 요。
여
 
「

에
”l
 

이
녁
 

에m
 
.
해
 
햄
 

송Lλ씨 -, 。

-
호
 

상
 웹

 
샘
 

B는 자꾸 다른 학생들을 견제함. 추가적 대화 
를 통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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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감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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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영어 학습의 부정적 요인 ; 학습 자료 요인 

영어 학습의 부정요인은 학습 지도 과정 중에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 부정 

감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며, 그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학습 자료가 가지는 특성 중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흥미를 가지지 못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다. 학습 자료에 학생들이 

바로 따라 하기 어려운 활동들이 있었고, 쓰기 활동시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 

로 한 특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너무 많은 

지도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도 힘들고 지도하는 교사도 힘들었다. 한 차시 당 

분량을 적절히 낮추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학습 기간이 길어지는 단 

점을 보였다. 내용을 정선하거나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만 지도하는 등의 보완 

점이 펼요했다. 

학습 자료의 내용 중 학생들이 바로 따라 하기 힘들어 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활동이 직관적이고 하는 방법이 알기 

쉬워야 하는 면이 있다. 활동이 어려워지면 흥미와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 에 대 

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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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아까 우리 어떤거 했었지? 

A: 아까요? 노래요. 

T: 그래, 맞다 ... 노래 했었지? 

A: 따라 하기 힘들어요… 쑥스럽고 • 잘 모르겠어요 •. 

T: 어떤점이 따라하기 힘들었을까? 

A: 너무 빨라요--- 하지마요… 노래는… (웃음) 

(Al 인터뷰) 

다음은 수업 중 관찰 자료로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나 게 

임 활동 중 학생이 참여하기 힘들었던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학습 자료에서 제 

공하고 있는 음악 파일의 재생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이를 

관찰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노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노래의 속 

도나 수준이 학생들이 따라 하기 힘들고, 소리의 상태도 좋지 못하였다. 학생의 

개인차가 있으나 노래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노래나 챈트가 초등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이지만 학습 부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찔 수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쉽고 간단한 형태, 그리고 짧게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관찰지 2 
휠숫「--

2012.4.11 

관찰 내용 
교실에 학생 3명과 교사 
교실 전편에 책상을 붙이고 앉음 
동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삼각대가 설치 
되었음 

관찰초점 
쿄잘환경 
참여 학생 수 
교실 위치 
물리적 특정 
교사에 대한 인식 
수업 내용 인식 
학생의 역할 
활홍패흉 
상호작용 
학생의 반응 
교사의 반응 
비형식적 반웅 
함축적 의미틀 
비언어적 의사 교류 
일어나지 않은 것 

딸
 -쇄
 

분류현호 

조-2 

환경 

않고 F에 대한 학습, 소리와 단어를 틀리지 
연결함; A는 틀리는 경우가 있음 

게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학습지를 완 
성하려고 노력함; 노래를 따라 부르기 어려워 
함, 강요하지 않았음; 노래 소리가 지직거림 

학생 

활동및상호 
작용 

동영상 촬영 연습을 하였음; 카메라는 돌리지 
않고 설치만 해 놓음; 거부감을 표현하였음 

소
 

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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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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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요. 학융하언셔 수업 

예 대얻 생각이나 느씬 

정.하고 힐용 g용 자 

유률1 찍어보써요. 

정재준, 김정렬 

그림 2 

소감문 2 

강경“!; γ/ J; ,u τ 、 f' t- ''C. \~- ‘-...-、‘
_, ....... 1"1 、;·

ι ·ι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에 있어서 기존 선행 연구는 영어 학습 부진의 원인 

분석 및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로 영어 학습 부진아 지도에 대한 전략, 

프로그램, 지도 자료 등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순 

히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학습 결과 향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학 

습 지도 과정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경험한 학생의 학습 진행 과정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나 하면 영어 학습 부진아의 경우 학습 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며, 각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과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부진아를 실제로 지도하여 보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분류하여 주제화를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특정화 할 수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와의 친근감이 학습부진아들의 성공적 학습을 도와주고, 게임 활동은 학 

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였으며, 수업시간은 정규시간보다 짧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피해야 할 것들은 교사의 강압적인 수업 시간 준 

수 요구를 들었을 때 학생들은 학습 의욕이 떨어졌고, 학습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내용이 많은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따로 모아서 하는 것보다 정규수업 시간에 학습부진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시한 특별보충 프로그램이 방과후에 이루어졌으나 

학생들이 주로 영어를 배우게 되는 정규 영어 교과 시간의 학생들의 경험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정규 영어 시간에 참여하는 영어 학 

습 부진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표본을 좀 더 확장 

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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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정재준, 김정렬 

로
 「

부
 
’ 

Name: 흥미있는 게임활동 

Description: 영어학습부진아지도자료관련 학생의 경험 분류 

<Intemals\\A학생 인터 뷰> - § 3 references coded [10.53% Coverage] 

Reference I - 2.52% Coverage 

깨10: 그럼 오늘 한 거 중에 재미있었던 거 있었어? 

깨11 : A: 게임이요… 
매12: T: 게임이 재미있었어? 

매13: 

Reference 2 - 5.98% Coverage 

매54 : T: 오늘 영어 학습 중 재미있었던 것은 뭐야? 

깨55: A: 선생님하고 게임한 것이요. 

매56: T: 게임 중에 좋았던 것이 뭐야? 

매57:A: 그냥 재미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 

매58: T: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하니까 재미있었겠구나. 

Reference 3 - 2.02% Coverage 

깨108: T: 그럼 제일 재미 있었던 건 뭐야? 

깨109: A: 그냥 게임하고 그런거요… 

매110: 

<Intemals\\B학생 인터 뷰〉 - § 2 references coded [7.12% Coverage] 

Reference 1 - 2.68% Coverage 

매9: T: 오늘 배운 거 재미있었니? 

매10: B: 네. 재미있었어요. 

매11: T: 어떤 게 재미있었어? 

매12: B: 게임하고 그런거요. 
<In terr때S끼B학생 인 터 뷰> - § 2 references coded [7.12% Coverage] 

Reference 1 - 2.68% Coverage 

깨9: T: 오늘 배운 거 재미있었니? ”10: B: 네. 재미있었어요. 
매 1 1 : T: 어떤 게 재미있었어? 

매12: B: 게임하고 그런거요.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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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 TOE/C. Know English. Know Succ. 

Give your students the English-language 
credentials global employers need 
In today’5 global economy, English language communication has become essential for international [ ommeκe Now 
more than ever, employers hire job candidates who have the English skills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the workplace 
Educators can help their students [ ompete in the global job market by developing and measuring their English skills 

The TOEIC"Speaking and Writing tests measure workplace English skills 
ETS, an industry leader in educational assessment for over 60 years, designed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to 
measure workplace English skills. Test questions are based on real-life situations typica lly encountered on the job or 
during everyday activities 

TOEIC test administration is standardized, which gives all test takers an equal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ir 
proficiency, regardless of thei r age, gender, nationality or industry background. You can easi ly compare skills throughout 
your organization - wherever the tests a「e administered 

Prepare your students to compete in the global workplace 
TO티C Speaking and Writing test S[ ores [ an help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global workplace and strengthen your 
curriculum. English-language programs around the world rely on the TO티C tests to: 

• Better prepare students to compete in the global workforce 
• Increase program retention by providing the obje[ tive feedback students need to improve their English ski lls 
• Compare students across their institutions us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can give both your students and your program a [ ompetitive advantage 

Administered by YBM I Korea TOEIC" c。mmittee
:oovtiv:ht C 2013Edκ'"°"'""""""""'' '"""'"κNow J""" USA All "•!>I>''''""° ETS th• ETSI°'° "'' TOEIC '" ""'""" "'''""""이""'""""''""'""""''πTS)mlh•U에edStates;iodotherro”nt11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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