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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rticles on listening in the journal of 
English Teaching in commemoration of its 40 years of history. A total of 55 
listening-related papers have appeared in English Teaching. The researchers investigate 
these listening pap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historical trends in listening 
research, the main topic area of the paper, the research subjects' levels of proficiency, the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reveals that topic areas are pretty much skewed, most 
articles being on assessment and strategy. Papers on assessment and strategy have been 
written a lot, while the papers on news are only two. Many listening researchers have 
utilized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s as their research subjects. As for research 
methodology, quantitative methods have been used far more than qualitative one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bird's-eye view of listening research in Korea for the past 40 
years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is field of study.  

 
 

I. 서론 
 
본 연구는 창간 후 40년 동안(1965~2004년)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학술지
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 듣기 또는 청취이해(본 연구에서는 듣기, 청취 이해 
또는 청해는 동일하게 간주한다)에 해당되는 논문만을 분석해 봄으로써, 본 학
술지를 통한 듣기 논문의 학술 활동의 추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1,239편으로서 이 중에서 듣기에 해당되는 논
문은 55편으로 전체 논문 수에 4.43%에 불과하다.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 25편
으로 45.45%에 해당하며, 영어는 30편으로 54.55%이다. 한국인 저자는 40명이
며, 외국인은 단지 4명만이 저술했다. 학회 초기 1965년부터 1977년도까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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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Lab 현황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논문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 연구에서 이창호(1971)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듣기 논문의 역
사적 변천 부분에 포함시켰고, 1977년에서 2004년까지의 듣기 논문들을 역사적 
변천, 주요 주제별, 수준별 연구 대상자, 내용 접근 방법으로 분류해서 다시 발
표 연대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Devine(1978)은 모국어의 경우 네 가지 기능 중 듣기 기능이 일상생활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전병만, 박기표(2001), 박
기표(1997)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모국어 지식을 5세쯤에 듣기를 통해서 습득하
며, Rankin은 Feyten(1991)에서 그의 연구 대상자들이 듣기에 45%를 보낸다고 
하며, 또한 Morley(1991)도 듣기는 인간 소통의 매우 중요한 언어능력이며, 듣
고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영어를 배우는 초기 학
습자들은 먼저 듣기에 중점을 두어 학습한 후, 듣기 능력이 발달 된 후에 말하
기, 읽기 및 쓰기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유경연, 이충현, 2002; 
Asher, 1977; Gary & Gary, 1981; Krashen, 1982; Postovsky, 1975). 
역사적으로 보면, 구한말 영어 교육기관 이었던「영어학교」의 영어 시간표를 
보면 19시간의 영어시간 중 듣기가 1주에 6시간(31%)이었다(차경환, 1996). 그러
나 일제하의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듣기와 말하기 교육이 경시되었다가, 1996
학년도 고교입시에서 영어 듣기 평가 문항의 비중이 21%에서 33%(24문항 중 8
문항)로 상향 조정되었고, 199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포함된 영어 듣기 
문항이 1997학년도 시험에서는 30%로 상향 조정되어, 문항의 다양성과 난이도
가 높아졌다고 밝힌다. 또한, 제 6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중/고 영어 교과서는 
청취력 학습 비중이 높아졌으며 1977년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듣고 말하
기 중심의 조기 교육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듣기와 말
하기를 강조하고 다양한 교재와 CD-ROM이 개발되는 등, 듣기 중요성이 영어 
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
에서 그 동안에 영어교육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
류 연구하였다. 

 
1. 듣기 논문들의 역사적 발전 
2. 듣기 논문들의 주요 주제 분야  
3. 듣기 논문들의 수준별 연구 대상자  
4. 듣기 논문들의 내용 접근 방법 
 
 

II.  듣기 논문의 역사적 변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변천을 조사하기 위해서 1965년에서 1969년까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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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1970년에서 1979년까지의 기간을 제 2기, 1980년에서 1989년까지를 제 3기, 
1990년에서 1999년까지를 제 4기, 2000년에서 2004년까지를 제 5기로 나누어 보
았다. 

 
1. 제1기(1965-1969) 

 
배두본(1995)의 연구에 의하면 1965년 1월에 설립된「한국대학 어학실험실 연
구협회」(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 of Korea)가「한국영어교육학회」
의 모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 학회지 제 1권에 차일환의 ‘어학실습
실의 시설과 그 기능’등 논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어학 실습실의 운영에 관한 
것이 3편이 있다. 초창기에는 어학실습실에 관한 논문이 듣기에 관한 논문의 
시초이다. 1966년 제 2권에서는 김선재를 포함한 5명의 교수들이 어학 실습실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 각 대학마다 운영방법이 다르며 대학 영어 교육
의 문제점 지적과 녹음과 테이프의 공동 제작 필요성을 주장했다. 1967년 제 3
권 역시 김선재 외 2인이 각 대학 언어 실습실 현황 보고는 Lab에서의 교수법, 
사용하는 교재 문제 등을 다루었다. 1968년 제 4권에서도 개회사를 각 대학 Lab 
현황보고로 할 만큼 중요시했으며, ‘미국 내 주요대학의 어학 실습시설 현황’을 
다루었고, 1969년 제 5권에는 ‘대학의 방향’(Enger, 1969)의 강연을 통해 영어의 
기능별 분과지도에서 통합지도로 전환해야 하는 내용과, 제 1, 2회 협의회에서 
각 대학 Lab 현황보고와 운영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처럼 창간호 1965년부터 
1970년 이전까지는 체계적인 논문 형식을 갖춘 듣기 논문은 없으나, 듣기교육
의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을 다룬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제2기(1970-1979) 

 
1970년 6권에서는 학회지 발간 이후 처음으로 논문의 체제를 갖춘 논문이 나
오기 시작하고 이창호가 ‘어학실습실의 운영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는데, Lab운
영에 관한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제 7권은 ‘Lab을 통한 
학습의 문제점’(신용진, 1971)과 영어 청취력이란 단어가 논문 제목에 처음으로 
등장한 ‘한국학생들의 영어 청취력 배양을 위한 문제점’(이창호, 1971)에서 최초
로 설문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최초의 논문으로서 1977
년 이전에 유일한 논문이다. 1973년 제 9권부터 학회지 명칭이 영어교육으로 되
었지만 이렇다 할 듣기에 대한 논문은 없이 Lab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 형태
뿐이다. 그 이후 1977년 13권까지는 듣기에 대한 논문이 전혀 없다가 1977년 
14권에 이르러 듣기 논문 제목에 comprehension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곽
경수(1977)의 ‘Test of aural comprehension 誤答分析’이 있다. 사실상 1965년에서 
1977년 13호까지는 Lab실의 현황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형식을 갖춘 논문은 이
창호(1971)를 제외하곤 없다. 이처럼 70년대는 통틀어서 두 편의 논문이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차경환 ∙ 이원석 ∙ 심재황 

 

32 

3. 제3기(1980-1989)  
 
1980년도는 듣기 논문에 있어 70년대 두 편에서 12편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도
약의 시기로 볼 수 있다. 1980년 제 19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미국 영어 음을 
한국인이 어떻게 듣는가를 주관식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를 
확인하는 ‘청음실험이 말해주는 外國語 敎育의 方向’(오영숙, 1980)과 ‘Developing 
the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류정은, 1980) 등 두 편의 논문이 있다. 이때부터 계
속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980년 제 20권에 ‘대학 어학 실험실의 역할과 문
제점’(홍성면, 1980)이 있으나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부록에 실린 
Harvey의 ‘The A.I.T.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최초
로 listening comprehension이란 어휘가 제목에 등장한다. 박형기(1980)는 눈보다 귀
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Language acquisition through the “Ear Gate”’가 
있다. 1981년 제 21권 부록에서 Prince(1981)의 ‘One aspect of listening comprehension’
은 음운론적 이론을 제시한 것이었고, 1982년 제 23권에서 방송인인 이용실이 동
일 여건 하에서 동일 내용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방
송기술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放送網을 통한 청취력 이해력 시험의 가능성’
이 있다. Yoshida(1982)는 ‘Teaching procedures and correlation of some factors in listening 
comprehension by closed circuit TV’ 연구에서 오디오와 폐쇄회로 TV를 통한 영상자
료들의 효과적인 사용을 실험적으로 연구했다. 그 후 1984년 27권에 중/고 2학년 
듣기평가와 현직교사의 반응을 연구한 홍성면의 ‘Listening skills와 bilingual education’
이 있고, 같은 해 28권에 서승진의 ‘Speech perception process model and its implications 
for teaching aural comprehension’이 있다. 그 이후 1987년 33권에 이르러서야 청취
력 교수자료를 평가함에 있어, 실제성의 기준은 덜 중요하다고 주장한 Burns의 
‘Authenticity in listening comprehension courses’가 있다. 청취 이해능력에 대한 이론
적 배경과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고경석(1987)의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이 있다. 1988년 35권은 정동빈이 처
음으로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속도의 기능으로서 청취이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 논문인 ‘Auditory comprehension of time-altered English and Korean 
speech by college students’가 주목되는 등 80년대는 총 12편의 논문이 있다. 

 
4. 제4기(1990-1999) 

 
1900년대는 연구 논문 24편이 게재되면서 전체 논문의 45.6%로 절반정도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1900년 39권에서 고교 영어 듣기 평가 문항 분석을 한 
박약우의 ‘영어듣기 능력 평가의 문항분석과 듣기 지도 방안’과 노래형태의 자
극제시 방법이 언어형태보다 더 효과적임을 규명한 이종혁(1990)의 ‘노래를 통한 
영어듣기 지도의 효과’의 연구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같은 해 40권
에서는 청해력 습득은 학습자의 인지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강명자(199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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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청해력 습득을 위한 학습자의 통사오류 분석’이 있다. 1993년 45권에는 
여섯 가지 듣기교재를 선택하여 최초로 과업을 중심으로(task-based)한 문항분석
을 하여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모형 열 가지를 제시한 차경환, 이경민(1993)의 
‘Task-based 영어 청취력 교재 분석을 통한 청취력 문항 연구’가 있으며, TV 프
로그램들이 교실 수업에서 영어 청취이해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연구한 김영숙(1992)의 ‘A suggestion fo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work in 
terms of the relevance theory’가 있다. 

1993년도에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에 관한 논문으로는 1994년 47권에 
차경환이 처음으로 1990년도 7차에 걸쳐 실험 평가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문항과 1994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문항을 연구 
분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문항 분석’이 있다. 48권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의 듣기 지도 및 평가를, 전반적으로 다룬 이재희(1994)의 ‘국민 학교에서
의 영어듣기 지도 및 평가 모형이 있다. 최연희(1994)의 ‘Interactive model of 
listening and Korean college students’ listening comprehension of English dialogues and 
monologues’는 청취의 상호적인 모델이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이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1995년 50권에서는 청취이해의 과정을 정보처리이론과정으로 보고, 청취이해
를 저해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그 저해의 정도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안수웅의 
‘영어 청해력 저해요인의 정보처리 이론적 분석’이 있다. 1993년 8월과 11월 두 
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포함된 영어듣기 8문항 씩의 16문항을 비교 분석한 
차경환의 ‘1994학년도 1,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문항 분석’은 우리나
라 영어 교육사에서 영어 듣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선행조직자
의 교수학습 모형을 참고로 하여 영어듣기지도의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하여 영
어듣기지도를 수행한 김민주(1995)의 ‘선행조직자의 제시가 영어듣기능력에 미
치는 효과’의 논문이 있고, 1996년 51권에 한종임의 ‘The effects of pronunciation- 
based listening practice on Korean EFL learners’가 있다. 

1997년부터는 박기표가 연구 발표한 ‘Relationship between listening strategy use 
and listening ability’는 듣기 전략에 관한 첫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깊으며, 차경
환(1997)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문항의 현황’은 1,2,3,4차 시험문항 결
과를 분석하여 듣기 문항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남지영(1997)은 ‘Activation of 
schematic and structural knowledge for listening and comprehension input’에서 EFL 초
등학교 교사들에게 청취이해를 가르치는데 있어 배경지식(schema)의 역할을 연
구하였다. 그 결과 중급 수준의 청취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배경지식과 구조지
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별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인철(1997)은 ‘Effects of episodically connected 
discourse test method on listening comprehension test’에서 에피소드적으로 서로 연관
된 담화와 연관이 없는 담화를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시험문항을 청
취시험에 도입하여 각 테스트의 타당도를 비교연구하고 있다. 52권 겨울호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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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요의 ‘빠른 영어 듣기 능력향상을 위한 실험 연구’가 있는데, 이 논문은 1988
년 정동빈 이후 속도에 대한 두 번째 연구가 된다. 또한 신동일은 ‘다차원 문항
반응 이론모델을 이용한 TOEFL 청취력 시험 데이터 분석’에서 최초로 토플 청
취력 시험 데이터 분석을 했다. 그 이듬해 53권에서 대학 강의청취 능력을 측정
하는 것으로서 비디오 형식으로 된 테스트의 유용성을 위한 타당성 증거를 연구한 
‘Validity evidence of a videotaped test as a measure of academic lecture listening ability’가 
있다. 

1998년 53권에서 고경희가 비상호적인 청취과업에 있어서 협동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Cooperative learning in noninteractive listening tasks’가 있다. 정영숙은 같은
호에서 토익 청취 전략들, 학생들의 토익 청취 점수와 토익 청취전략의 효과성
을 연구한 ‘The effect of TOEIC listening strategy instruction on students’ TOEIC 
listening scores’가 있다. 그 이듬해 1999년 54권은 박기표가 ‘The effect of strategies 
instruction on listening comprehension’의 두 번째 듣기 전략 논문이 있다. L2 청취 
능력의 다면적 특성 구조를 연구한 신동일의 ‘Verifying the multitrait characteristics 
of L2 listening performance’가 있으며, 이경숙(1999)은 ‘문제 수, 지문길이, 지문친
숙도가 영어 청해와 독해시험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수준별 그룹에 따른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시했다. 

 
5. 제5기(2000-2004) 

 
제5기에서는 2000년도 한 해에 4편의 듣기분야 연구가 있었다. 주양돈(2000)
은 청취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교재중심의 형식적 영어와 실생활 중심의 일
상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비교 연구한 ‘Comparison of effectiveness 
between using formal and informal English for strengthening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가 있다. 박기표(2000)는 듣기능력에 있어서 문제의 제시와 문제의 종류가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차경환(2000)은 ‘영어 뉴스 청해 저해 요
소 연구’에서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요소가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연구했다. 정현숙(2000)은 선험지식이 L2 청취이해에 중요한 요소
인지, 청해자들은 그들의 선험지식을 사용하기 위해 숙련된 언어 기술을 필요
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 ‘The role of prior knowledge in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이 있다. 김동규(2000)는 라디오 뉴스 청취를 영어 수업 교실에서 
활용하는 효과 ‘The effects of utilizing AP radio newscasts in English classroom’를 발
표했다. 

2001년도 56권에는 김은주, 박기표, 김동규의 청취연구가 있다. 김은주(2001)
의 연구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듣기, 말하
기 활동 분석 연구’가 있고, 박기표(2001)는 ‘언어 능력, 배경지식, 문제의 종류
가 청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김동규(2001)는 EFL 교사들이 L2 청
취이해에서 학습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청취이해 능률성을 개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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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제시한 ‘Developing English listening proficiency’가 있다. 2002년 57권은 세
편의 연구가 발표 되었는데, 김주해(2002)의 영어 청취 저해 요소 중 불안과 외
국어에 대한 불안, 학습자의 배경지식 요소들 간의 관계를 입증한 ‘Anxiety and 
foreign language listening’이 있고, 유경연, 이충현(2002)은 ‘중학교 영어교과서 
CD-ROM의 효과적인 듣기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송미정(2002)은 ‘The effect of 
listening strategy use on listening abilities’의 연구에서 청취 전략 사용과 청취 능력
사이의 관계를 참여자의 청취능력에 따라 청취 전략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규명했다. 2003년 58권 봄호에서는 차경환(2003)이 중학교 영어교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청취활동의 종류와 그것들이 학생, 교사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지의 여부를 밝힌 ‘An analysis of listening activities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가 있고, 이정원, 조민철(2003)의 ‘듣기전략 훈련이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와, 배태일(2003)은 1998년 대학수학능력 영어듣기평가에서 
총 9개의 성별(gender) 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항목이 있음을 밝힌 ‘Parameter 
invariance for males and females on an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가 있다. 정
현숙(2003)은 ‘Does subject knowledge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eyond that of L2 
listening ability to L2 listening?’에서 어떤 강의 주제의 선험지식이 숙달된 L2 청
해자들에게 있어 원문 정보의 이해와 회상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 
본 연구의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김동규와 김정희의 두 편의 연구가 있다. 
김동규(2004)는 ‘영어 청해 방략 지도가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의 청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김정희(2004)는 초보자들의 학습자들에게 광범위한 
청취 연습이 집중적인 청취 연습보다 더 효율적임을 주장한 ‘Intensive or extensive 
listening for L2 beginners?’가 본 연구의 듣기 관련 최종 논문이다. 아래 표는 연
도별 듣기 논문 분류이다. 

 
표 1  

연도별 듣기 논문 분류 

 
그림 1  

연도별 듣기 논문 분류 비율 비교 

 

 

 

연도 65~79 80~84 85~89 90~94 95~99 2000~2004 
편수(N) 2 9 3 7 17 17 
백분율(%) 3.6 16.36 5.5 12.7 30.91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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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듣기 논문의 분류 
 

1. 연구 내용 및 절차 
 
본 학술지에 포함된 연구 논문은 1) 듣기 연구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천, 2) 논
문의 주요 주제 분야, 3) 연구 대상자들의 수준별 분류, 그리고 3) 연구의 내용 
접근 방법 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고, 서술하는 과정은 될 수 있는 한 
역사적 경향 부분에서 10년 주기로 정리를 해서 수치와 추이를 분석했다. 
본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듣기 연구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듣기 논문에 대한 전체 수를 파악했고, 55편 중 논
문들을 년도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듣기 연구에 있어서의 역사적 경향
을 1965년 창간호부터 2004년 겨울호까지 40년간의 역사적 흐름을 상세한 년도 
표기와 호수, 논문 제목까지 밝혔다. 논문의 주요 주제 분야를 분류하기 위해 
크게 교재분석, 평가, 전략, 듣기 저해요소로 나누었다. 연구주제를 분류할 때 
주제 간의 연계성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수준별 분
류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생, 교사포함), 또 구분이 
모호할 경우는 전체 통합으로 나누었다. 연구의 내용 접근 방법 분류는 질적
(qualitative), 양적(quantitative)으로, 그리고 단순히 이론만 쓴 경우는 이론 제시
로 나누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자들을 국적별로 한국 저자들과 외국 저자
들로 구분하였고, 쓰인 언어 역시 국어와 영어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논
문의 목표와 피연구자들의 대상 그리고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각 논문의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때 참고하였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살펴본 후 미리 선정된 분류 
항목에 의거하여 분류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고 또 불필요한 항목들은 삭제했다. 주제에 따라 논문을 분류할 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본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분류 항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하여 분류 과정 동안 그 기준을 잘 지키려 노력함으로써 신뢰도를 
쌓는 일이었다. 이러한 연구과정 동안에 동일한 논문을 여러 차례 읽고 검토하
였고, 영어로 쓰인 저술에서 번역이 어색하다고 생각되면 저자에게 직접 메일
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각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한 논문이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연
계하여 다룬 경우에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가
지 주제의 비중이 비슷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된 것도 있음을 밝힌
다. 

 
2. 주제별 분류 

 
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듣기 논문 55편을 교재분석, 평가, 전략,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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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저해요소의 4종류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 연대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교재분석의 하위범주로 
뉴스를 포함시켰으며, 평가의 하위범주에 대학수학능력시험, 토플, 토익 등을 
포함시켰다. 

 
1) 교재분석 

 
교재분석에서는 이창호(1971)가 영어교재 중에서 19종의 다이얼로그(dialog)를 
조사하였다. 단어 듣기 평가를 받아쓰기 하면서 외국어를 청취할 때 낱개의 낱
말보다는 하나의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밝힌 연구로 본 연구에서 최초의 
교재연구 논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Yoshida(1982)는 6편의 영화와 비디오테이프 
1편, 그리고 중학교 교재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차경환, 이경
민(1993)은 여섯 가지 청취교재를 선택하여 과업을 중심으로 문항분석 하여 대
표적인 모형 10가지를 제시하였다. 

2001년에 김은주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13종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의 듣기, 말하기 활동분석을 연구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성취기
준과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및 창의적
인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살펴보았다. 유경연, 이충현(2002)은 청취
를 교육하는데 있어 중학교 영어교재에 있는 CD-ROM을 활용한 듣기 학습에 
관한 효과 및 활용방안을 알아보았다. 차경환(2003)은 중학교 영어교재에서 가
장 빈번히 사용되는 듣기 활동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 활동들이 
학생들이나 교사의 선호도를 반영하는지를 연구했다. 
뉴스에 대한 논문은 차경환(2000)과 김동규(2000) 두 편이 있다. 차경환(2000)
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뉴스의 어떤 요소 때문에 청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AP뉴스 CD를 활용하여 연구했다. 영어 학습자의 저해요인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어휘력 부족과, 원어민의 발음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뉴스 청해의 
저해 요인임을 밝혀냈고, 담화적인 능력이 문장단위에서의 어휘나 발음체계 이
해보다 더욱 두드러진 저해 요인으로 파악했다. 김동규(2000)는 영어 수업교실
에서의 AP라디오 뉴스를 활용하는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뉴스에 관한 연구 논
문은 2편(2.59%)으로서 구체적인 영어 뉴스의 영역별 연구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교재분석은 창간호 이래 8편(10.7%)의 연구발표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가 중학교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앞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재와 상업용 교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 평가 

 
평가에 대한 논문은 본 연구에서 27편으로서 36.0%를 차지 할 만큼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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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연구로는 영어 능력의 평균 수준, 조사대상
자의 문항별 오답 수치의 백분율에 의해 난이도를 판정하는 곽경수(1977)의 연
구가 있다. 

1980년대는 중, 고등학교 2학년 듣기평가를 연구해서 현직교사의 반응을 조
사한 홍성면(1984)과 독해교수자료와 비교하여 청취력 교수자료를 평가한 
Burns(1987), 그리고 발화속도의 변화에 따른 청각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통계 처리한 정동빈(1988)이 있다. 

1900년대는 13편이나 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종혁(1990)은 노
래형태의 자극제시 방법이 언어형태보다 더 효과적임을 규명했고, 강명자(1990)
는 구어체 통사구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청해력 중심의 학습기능을 밝혔으며, 
박약우(1990)는 영어 듣기 능력 평가의 문항분석과 듣기 지도 방안을 연구했다. 
차경환, 이경민(1993)은 과업중심의 여섯 가지 청취 교재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모형 10가지를 제시했으며, 이재희(1994)는 듣기 영역의 교수법을 상
세화하고 듣기모형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수준의 듣기지도 및 평가를 전반적으
로 다뤘다. 김민주(1995)는 선행조직자의 제시, 영어듣기 이해도가 학습에 영향
을 주는지, 그리고 두 독립변인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밝혔다. 안수웅
(1995)은 청취이해의 과정을 정보처리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청취이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저해의 정도를 실험적으로 검정했으므로, 주제
별 분류에서 청취력 저해요소에도 분류되었다. 
송석요(1997)는 한국 학생들이 빠른 영어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가를 파악하
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인철(1997)은 에피소드
적으로 관련된 담화와 그렇지 않은 담화에 기초한 두 집단을 평가했다. 신동일
(1997, 1998, 1999)은 평가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 토
플의 청취력 시험에서 예상되는 이차원(two-dimensional)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차원 개념을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제시되는데, 다차
원 문항반응이론(MIRT) 문항 벡터 도면을 이용함으로써 그 시험의 이차원적인 
구조에 대한 실제적인 증명을 시도했다. 두 번째 연구는 대학 강의 청취 능력
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비디오 형식으로 된 테스트의 유용성을 위한 타당성 증
거를 연구하고, 세 번째 연구는 L2 청취 수행의 다 특성(multitrait) 구조를 연구
해서 평가했다. 이경숙(1999)은 문제 수, 지문 길이, 지문 친숙도가 학생들의 시
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2000년대는 박기표(2000, 2001)의 연구에서 문제의 제시 방법과 문제의 종류
가 청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했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 배경
지식, 문제의 종류가 영어 청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평가했다. 정현
숙(2003)은 강의주제의 선행연구가 텍스트 정보에 대한 이해와 회상에 대해 유
능한 L2 청해자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는지를 연구했다. 배태일(2003)은 1998
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청취력 시험에서 각 성별간의 차이점을 연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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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에 대한 연구는 차경환(1994, 1995, 1997)의 세 편의 연
구와 배태일(2003)과 이정원, 조철민(2003)의 연구가 있다. 차경환(1994)은 1990
년부터 7차에 걸쳐 실험 평가된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듣기 문항과 1994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수학능력시험의 듣기 문항을 연구하고, 듣기 문항의 상향 조
절과 다양한 문항의 도입 및 문항형태가 듣기 교육에 미치는 기능 및 효율성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1995년도 연구는 1차 시험의 8문항과 2차 시험의 8문항간의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밝히는 논문이다. 1997년도 연구는 1, 2, 3, 4차 시험 문항 
결과를 통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험을 도입한 긍정적인 역류효과
(washback effect)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문항의 다양성, 녹음속도, 난이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태일 (2003)은 1998년 수능의 영어 듣기 평가 
문항과 시험을 치른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정원, 조민철(2003)
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4회분(1997, 1998, 1999, 2000)의 듣기 영역의 총
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상,하 수준별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에 대한 연구는 전체 논문 수에서 6.49%(5편)로서 아주 
저조한 편이며, 수능시험에서 듣기 문항이 17문항이 된 이후의 연구도 이루어
져야겠다. 
토플에 대한 연구는 듣기 논문 55편 중에서 2편에 불과하다. 신동일(1997)은 
토플의 청취력 시험에서 예상되는 이차원(two-dimensional) 구조를 분석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다차원 문항 반응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데이터분석을 위
해서 다차원 개념을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제시되는데, MIRT 문항 벡터 
도면을 이용함으로써 그 시험의 이차원적인 구조에 대한 실제적인 증명을 시도
했다. 신동일의 연구 이후 정현숙(2003)은 토플의 청취분야의 점수를 기초로 두 
그룹이 친숙한 문단과 낯선 문단을 듣고 청취이해 테스트를 평가했는데 이 논
문은 평가와 토플 주제에 연계된다. 
토익도 토플과 마찬가지로 2편의 연구논문이 있지만 토익의 주제항목에 분류 
시키는 데에 있어서 전략에 더 많이 연계되어 사실상 순수한 토익을 다룬 연구
는 아니다. 박기표(1997)는 청취전략과 청취능력 사이의 관계를 토익 듣기평가
를 통하여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듣기 전략이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상위의 
학습자들에게도 중요함을 밝혔다. 정영숙(1998) 역시 토익 듣기 전략과 학생들
의 토익 점수, 그리고 토익 듣기 전략 지도의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3) 학습 전략 

 
학습 전략에 관한 논문은 30편(40.0%)으로 본 연구대상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다. 1980년에는 80년대의 8편의 논문 중 4편이나 전략에 대한 논
문이 발표 되었다. 청취에 대한 학습 전략은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1990년
대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O’Malley와 Chamot(1990), 그리고 Oxford 
(1990)는 청취에 있어서 성공적인 전략과 저해 요소를 학습전략이라는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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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했다(Rost, 2002).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Oxford의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SILL), 또는 이것을 응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학
습 향상 전략과 저해요소 등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Vandergrift(1999)의 성공적인 
L2 청취 학습자를 위한 청취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청취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청취 전략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형기(1980)는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눈보다는 귀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류정은(1980)은 듣기와 말하기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이용실(1982)은 KBS시설부장의 경험을 통하여 방송망을 
통한 듣기 시험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Yoshida(1982)는 오디오와 폐쇄회로TV를 
통한 영상 교육의 효율적인 사용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Burns(1987)는 어떤 기
준을 청취력 교재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검토한 후, 과제의 실제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경석(1987)은 청취이해를 위한 자료들은 특별한 항목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했
다. 

1990년대는 전체 전략논문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이종혁(1990)은 정규수업에 들어가기 전 일정기간의 침묵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듣기 연습을 실시할 때 노래형태를 사용하여 통사적인 언어형태와 비
교해서 어느 쪽이 청각 능력과 학습 청취도의 증진에 더 효과적인가를 규명했
다. 김영숙(1992)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프로그램들은 전략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연희(1994)는 청취의 상호적인(interactive) 
모델, 즉 친숙한 주제와 낯선 주제가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청취이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재희(1994)는 EFL 학습자의 듣기 능력 발달관계에 따
라 듣기 지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토대로 초등 단계의 초보적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듣기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남지영(1997)은 EFL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청취이해를 학습시키는 있어서 필요한 배경지
식과 구조(structure)의 역할을 연구했다. 송석요(1997)는 빠른 영어청취 능력에
서 부족한 문제점을 찾아서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빠른 영어 청
취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했으며, 박기표(1997, 1999)의 연구는 듣기 전략과 
능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듣기 전략이 토익 청취 이해에 크게 관련 있음을 
밝힌 것이고, 후행 연구는 한국의 EFL 학습자들에게 청취 이해에 대한 전략, 
교육의 효율성을 연구한 것이다. 고경희(1998)는 비상호적인 청취 과업들에 있
어서 협동적인 학습의 효과에 대한 전략을 주장했고, 정영숙(1998)은 토익 청취
전략,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시킨 토익 청취 전략과 교육의 효율성 사이의 관
계를 연구했다. 
정현숙(2000)은 L2언어 선험지식이 듣기 이해에 주는 중요한 영향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주양돈(2000)은 청취이해 기술을 개발시키는데 있어서 교재중심의 
틀에 박힌 영어와 일상영어 사이의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이다. 송미정(200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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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전략과 청취 능력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참여자의 청취능력이 높
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더 많은 청취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유
경연, 이충현(2002)은 청취교육에 있어 중학교 영어 CD-ROM 교재의 사용 효과
와 다중매체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듣기 학습의 적당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
정원, 조민철(2003)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전략 능력의 
중요성을 기술하였고, 김동규(2001, 2004)는 EFL 교사들에게 청취이해의 독특한 
특징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폭 넓은 상황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청취이해 능
률성을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들을 제시한다. 

 
4) 듣기 저해요소 

 
듣기 저해요소에 관한 연구는 10편(13.3%)이며, 그 중에서 발음에 관한 연구
가 3편을 차지하고 있다. 안수웅(1995)은 청취이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추출하
여 그 저해의 정도를 실험적으로 검정하는 연구에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요소로서 속도와 통사의 복잡성이 청취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차경환, 이경민 (1993)은 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분석하여 듣기 문항을 연구하
였다. 차경환 (2000)은 영어 학습자의 듣기 저해 요인으로 자주 지적되어 온 어
휘력 부족, 원어민의 발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뉴스 듣기 능력의 저해 요
인임을 밝혀냈지만, 문장간의 연결이나 전체 내용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담
화적인 능력이 문장단위에서 어휘나 발음체계 이해보다 더욱 두드러진 듣기 저
해요인으로 파악했다. 주양돈(2000)은 듣기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형식적, 비형
식적인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김동규(2001)는 한국 EFL학급에서의 청취
력 발달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김주해 (2002)는 영어 청취 불안과 일반적인 외
국어 불안, 그리고 청취 불안 학습자의 배경지식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입증했
다. 참여자들의 불안은 외국어 청취 불안 측정표와 외국어 수업 불안 측정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발음에 대한 연구는 3편으로 전체 논문에 3.89%이다. Prince(1981)는 영어의 
리듬과 축약음이 구어체 언어의 발음식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합창 리듬연습(chorus rhythm drill)과 약음 형태 식별 연습이 그 문제를 해
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서승진(1984)은 어떤 언어의 
청취 이해에 있어 세 가지 요소, 즉 언어의 인지, 이해, 기억 중에서 언어 인
지 과정에 이론적인 관찰에 목표를 두고 독립된 음들을 인지하는 과정의 모
델을 청음단계, 음성학적 단계, 그리고 음운론적 단계를 제시했다. 한종임
(1996)은 EFL 학습자들에 대한 발음에 기초한 청취 연습의 효과에 대해서 조
사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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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주제별 분류 

 
그림 2  

연구주제별 분류 비교  
 
 
 
 
 
 
 
 

3. 수준별 연구 대상 분류 
 
수준별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생, 교사 포함)로 
분류하고, 분류가 모호하거나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연구일 경우는 전체 통합으
로 분류했다. 두 부류에 속하면 양쪽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연구대상을 학습자
들 뿐만 아니라 교재, 듣기자료 등도 포함됨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한국 저자
들은 거의 한국 학습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EFL표기
를 하지 않았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듣기 연구한 논문은 단지 3편(5.5%)이 있으며 모두 한
글 논문이다. 오영숙(1980)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 29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여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가장 가까운 음을 고르도록 했다. 이종혁(1990)은 초
등학교 100명에게 노래 형태의 자극제시 방법이 언어 형태보다 효과적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했다. 이재희(1994)는 초등학교 단계의 듣기 지도 및 평
가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듣기 영역의 교수방법을 상세화하고 듣기 모형을 
개발했다. 

 
2) 중,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12편으로서 전체 논문의 21.8%에 해

주제 교재분석 평가 학습전략 듣기 저해요소 
수(N) 8 27 30 10 

백분율(%) 10.7% 36.0% 40.0% 13.3% 

0 5 10 15 20 25 30 35

교재분석

평가

학습전략

듣기 저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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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이용실(1982)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1단계로서 라디오를 활용
하는 방안, 제 2단계로서 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성면(1984)은 청
취력 평가와 그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2학년 듣기평가를 소재로 
삼았다. 
박약우(1990)는 1989년 4월에 실시한 고교 영어듣기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고 
강명자(1990)는 중학교 2학년 690명을 1년 동안 청해력 습득을 연구한 논문을, 
차경환(1994)은 1990년부터 7차에 걸쳐 실험평가 된 수능시험의 듣기 문항과, 
1994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수능시험의 듣기문항을 소재로 문항분석을 했다. 
차경환(1995)은 1993년 11월 16일 실시된 2차 수능시험에 포함된 영어 듣기 각 
8문항 씩 모두 16문항을 비교 분석하고, 시험을 치른 74만 명 중 무작위로 5% 
(3,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안수웅(1995)은 대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총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항목에도 연계된다. 차경환(1999)은 수능 영어 
듣기 1, 2, 3, 4차 시험 문항 결과를 통계처리 했다. 고경희(1998)는 네 명의 중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상호적인 청취과업에서 협동 학습의 효율성을 분석했
다. 이경숙(1999)은 100명이 넘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7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학교 분류 항목에도 포함된다. 
유경연, 이충현(2002)은 193명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듣기 활
용 방안을 연구했다. 차경환(2003)은 13종의 중학교 영어교재 청취 활동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형을 분석했다. 배태일(2003)은 1998년 수능의 영어 듣기 평가 
문항과 시험을 치른 남학생 7000명, 여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정원, 
조민철(2003)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4회분(1997, 1998, 1999, 2000)에서 듣
기 영역의 총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상,하 수준별로 각각 5명
씩 선정해서 연구했다.  

 
3) 대학교 

 
이 분류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하여 대학원생과 교사도 포함시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1편으로 56.4%에 해당된다. 
이창호(1971)는 교재 중에서 19종의 대화를 조사하여 연구했고, 곽경수(1977)
는 대학교 신입생 1000명에게 한국영어교육학회가 편찬한 A Laboratory Course 
in College English 부록으로 연구했다. Harvey(1980)는 영어를 전공하는 6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류정은(1980)은 대학생들이 어학실습실에서 청취기술을 개
발시킬 수 있음을 연구했다. Prince(1981)는 대학교의 AFKN 청취 반에서 학생
들을 가르친 내용을 연구했으며, Yoshida(1982)는 대학생들에게 6편의 영화, 1
편의 비디오 테이프 교재로 오디오와 폐쇄회로 TV를 통한 효율적인 사용을 
연구했다. Burns(1987)는 독해 교수자료와 청취력 교수자료를 비교 평가하는 
이론이다. 
김영숙(1992)은 영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외국 TV프로그램, AFKN이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차경환 ∙ 이원석 ∙ 심재황 

 

44 

BBC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최연희(1994)는 상반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영어 대화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듣기에 관한 연구를 했다. 안수웅(1995)은 
대학생 집단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저해요인을 분석했고, 김
민주(1995)는 대학교 1학년 실용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한종임(1996)은 학습자들에 대한 반응에 기초한 듣기 연습의 효과를 연구했
다. 박기표(199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전략과 듣기 능력사이의 관계를 
규명했다. 송석요(1997)는 대학생들에게 빠른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를 했다. 신동일(1997)은 토플 듣기 이해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외국어 평가 분
석을 위한 다차원 항목 응답 이론의 그래픽 표현을 소개했다. 최인철(1997)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이해에 있어서 
에피소드적으로 관련된 테스트 방법의 효율성을 연구했다. 남지영(1997)은 86명
의 영어를 공부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듣기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배
경지식과 구조의 역할을 연구했다. 신동일(1998)은 Iowa 주립대학에 등록한 ESL
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강의 청취 능력의 측정하기 위하여 비디오테이프로 된 
테스트의 유용성에 관하여 연구했다. 정영숙(1998)은 토익 듣기 전략 강의를 받
은 산업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 듣기 전략의 효과를 연구했다. 박기표
(1999)는 92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전략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경
숙(1999)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문제 수, 지문길이, 지문 친
숙도가 청해와 독해시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신동일(1999)은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쓰기 과정에 등록된 모국어 화자가 아닌 165명을 대상으로 L2 청
취 수행의 다면적 특성 구조를 연구했다. 
박기표(2000)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문제의 제시방법과 문제의 종류가 듣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차경환(200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hink-aloud 방법을 
활용하여 영어뉴스 듣기 저해요소를 연구했다. 주양돈(2000)은 전문대학의 관광 
영어과에 있는 두 학급을 대상으로 했으며, 김동규(2000)은 대학 영어수업에서 
AP 라디오 뉴스를 활용하는 연구를 했다. 김동규(2001)는 EFL교사들이 듣기에 
있어 학생들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와, 박기표(2001)는 대학생들 대상
으로 언어능력, 배경지식, 문제의 종류가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김주해(2002)는 학습자들은 대상으로 듣기 불안과 일반적 외국어 학습 불안의 
관계를 연구했다. 송미정(2002)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듣기 능력에 대한 듣기 전
략의 효과를 연구했으며, 정현숙(2003)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주제의 선
험연구가 듣기 수행력을 향상시키는지를 토플 듣기 평가를 가지고 연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2004)는 경북의 K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의 B대학교 학생들
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4) 전체 통합 

 
전체 통합은 연구 대상들이 없거나, 단지 학습자들이나 교사라고 표현되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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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모두 5편으로 8.19%에 해당된
다. 박형기(1980)는 연구대상자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언어습득에 관한 이론으
로서 귀를 눈보다 더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진(1984)은 언어 인지과
정의 이론적인 재고에 중점을 두었다. 고경석(1998)은 듣기가 언어 학습의 4기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임을 논술하면서 특정 연구대상자 없이 학습자
라고만 표기했다. 차경환, 이경민(1993)은 현재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 과제 중
심의 6종의 청취교재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그 교재들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현숙(2000)은 L2 듣기에 있어서 선험지식의 역할에 
대한 불특정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표 3  

수준별, 연구대상별 분류  

 
그림 3  

수준별, 연구대상별 분류 비교  

 
4. 내용 접근법에 의한 분류 

 
내용접근법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실험 자료나 대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대체로 질적 접근방식, 양적 접근방식, 그리고 이론제시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접근방식에서 양적인 접근 방식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표 4 

내용접근법에 따른 분류 

주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체통합 
수(N) 3 12 31 9 

백분율(%) 5.5% 21.8% 56.4% 16.4% 

주제 질적 양적 이론제시 합계 
수(N) 6 42 10 58 

백분율(%) 10.3% 72.4% 1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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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내용접근법에 따른 분류 비교  

 
 
 
 
 
 
 
 
질적인 접근방식은 6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질적인 분석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 듣기전략 훈련 
(이정원, 조민철, 2003), 뉴스 청해 저해요소(차경환, 2000), 이해력 시험과 담화 
시험과의 상관효과(최인철, 1997), 상호 협력적 청취학습(고경희, 1998)이 있다. 
물론 차경환(2000)의 뉴스 청해 저해요소 연구는 양적인 접근방식도 함께 사용
하고 있다. 
양적인 접근방식은 모든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연구 분
야와 마찬가지로 듣기 연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L2 
연구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자료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른 
추세라고 볼 수 있다(김충배, 1995). 청취 이해 시험의 오답 분석(곽경수, 1997)
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시험문항, 교재, 연구대상자, 듣기자료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 자료들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는데, Videotaped Test
의 타당도(신동일, 1998), AP Radio의 활용(김동규, 2000), CD-ROM형태의 영어뉴
스(유경연, 이충현, 2002; 차경환, 2000) 등이 있다. 또한 복합적인 연구대상을 실
험한 연구로 문제의 제시방법과 문제의 종류에 따른 듣기와의 상관관계(박기표, 
2000), 그리고 언어능력, 배경지식, 문제의 종류에 따른 듣기와의 상관관계(박기
표, 2001) 등이 있다. 각 연구마다 학습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 사후 검
증하는 방식도 양적인 연구에서 객관적인 타당도를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통
계 처리한 분석 자료를 다양한 도표,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이해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질적, 양적인 분석과 함께 듣기교육과 방법에 대한 이론 제시나 소개가 있다. 
모두 10편의 이론제시 연구는 듣기 이해력, 듣기 향상방법과 적용, 그리고 듣기 
전 지식 등으로 나타난다. 이론제시에 대한 연구는 각 시대별로 골고루 이루어
지고 있으며(80년대 4편, 90년대 2편, 2000년대 3편)이 있다. 초기의 이론제시 연
구를 살펴보면, 듣기의 이해과정과 외국어 학습에서의 중요성(고경석, 1987; 박
형기, 1980; 서승진, 1984)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L2청취에서의 선험지식이나 
청취 주제에 대한 지식이 다루고 있는데(정현숙, 2000, 2003), 이것은 학습자의 

수(N)

질적

양적

이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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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이 듣기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5. 언어별, 저자별 분류 
 
발표한 논문의 언어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영어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27편)는 80년대까지는 5편, 90년대 13편, 그리고 2000년대 6편이 
있으나 90년대부터 그 비율이 급격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영어논문(30
편)은 80년대까지 10편, 90년대 10편, 그리고 2000년대 10편으로 시대별로 동일
한 수치로 쓰여졌다. 그 외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논문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저자별 분류에 있어서 한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 55편 중에서 한
국인이 51편을 발표한데 비하여 외국인은 단지 4편으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논문 4편은 모두 1980년대에 국한하고 있지만(Burns, 1987; Harvey, 
1980; Prince, 1981; Yoshida, 1982), 이것은 1980년대의 듣기논문 총 11편에서 4편
으로서, 그 당시에 외국인 학자들의 국내 듣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 연구 주제도 실제 한국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 Harvey(1980)는 대학생들의 듣기 이해력을 향상을 위한 제안을 밝히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듣기 이해력 시험과 지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Prince(1981)는 청취 이해
에 있어서 영어의 독특한 리듬과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를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의 AFKN 듣기학습을 통해 설명했다. Yoshida(1982)는 시청각 교재의 활
용과 중요성을 폐쇄회로 TV에 의한 영어 듣기로 실험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과 동일한 EFL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Burns(1987)는 효과적인 학습절차와 상관관계, 그리고 듣기학습에 있
어서 듣기내용과 학습방법 그리고 과제의 진정성에 대하여 연구했다. 그는 실
제 한국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듣기 교재의 검토와 평가, 그리고 학습자의 학
습에 대한 동기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림 5  

사용 언어별 분류(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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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저자 국적별 분류(한국인, 외국인) 

 
 
 
 
 
 
 
 

IV.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은 영어교육(English Teaching)의 창간호(1965)부터 최근호인 59
권 제4호(2004년 겨울)에 이르기까지 총 59권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듣기에 관
한 총 55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듣기 논문은 논문 
1,239편들 중에서 듣기 논문을 단지 제목으로 선별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실제
로 듣기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하나
의 논문이 제목에서는 듣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어떤 논문들은 듣기도 부분
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듣기 논문들의 제
목으로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전반적인 듣기 논문 연구 추세를 파악하는데 역점
을 두었다. 
또한 연구 논문의 체계적인 분류와 그 변화 추이에 중점을 두었다. 객관적 분
류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논문이 세부적으로는 중복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
에, 인용된 논문 저자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주제로 전체적인 내용의 일부만이 
설명되어 있음도 밝힌다. 다양한 분류의 결과에 따라 그 동안의 듣기 연구의 
방향과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7  

연도별 듣기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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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초기의 다소 소외되었던 분야인 듣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L2 교육
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도표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 듣기에 대한 연구가 급격
히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연
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6차, 7차 교육과정에서 듣기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듣기 연구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재분석, 시험 문항, 평가, 학습 전략 등은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뉴스, 발음 등은 적은 수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험 문항에 있어서 토플, 토익,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진 반면에, 실제 많은 듣기교육이 요구되는 중학생 대상의 학교시험 혹은 효과
적인 듣기숙제모형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제한된 학습환경에 
적합한 중,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듣기 문항 개발과 그에 따른 연구가 시
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듣기연구에 대한 주제가 더욱 다양하고 세부적이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세부적인 연구 분야에 있어서 듣기와 음향음성학과의 관계, 듣기와 
두뇌의 관계성 등이 있다. 듣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그 효율성을 위하여 
음향음성학과 두뇌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인터넷 활용과 청취 
학습, 음성인식 프로그램에 의한 TTS(Text-to-Speech) 등의 첨단 학습 도구를 활
용한 듣기학습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도구는 제한된 학습
의 교재나 장소를 벗어나서, 무한한 자료나 상황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른 
연구를 요구한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공인 청취시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토플 시험인 Internet-Based Test
에서 듣기의 비중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서, 영어교육의 다른 분야, 즉 말하기와 
듣기, 독해와 듣기, 작문과 듣기 등의 연계성 있는 연구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실용성 있는 듣기학습 지도법과 문항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겠다. 지금까
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실제 강의 청취와 뉴스 청취에 대한 연구도 학습자 
교육의 측면에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영어 듣기 연구에 양적, 질적의 많은 
발전과 변천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영어 듣기 학습과 연구 방향은 듣기
가 단순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초기 단계를 넘어, 적극적이고 다른 언
어 기능과 상호 협력적이라는 개념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학습 방법에 있어서
도 미래의 때와 장소의 제약 없이 듣기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
습개념으로 향하고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듣기 학문분야의 연구의 체계성과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듣기 연구분야도 과학성이 연계된 많은 연
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듣기 연구를 다양화 하는 차원에서 외국 사례 연
구도 소개되어 구체적인 학습법과 교재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가 많이 되
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영어교육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연구자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총제적인 우리나라의 영어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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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구 결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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