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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을 영어수업에 적용한 후 학업성취도와 영어 학습태도 차원에서 그 효과성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과정을 도울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 교수ㆍ학습 모형

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초등영어 5학년 정규교육과정운영 틀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수업을 설계하고 실

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은 학업성취 상위, 중위, 하위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학업성취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

어학습은 영어에 대한 자아개념,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에 대한 학습 습관으로 정의된 영어 학습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은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초등영어교육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현

장에 유용하므로 자기조절학습력과 실제적 의사소통능력에 초점을 둔 보다 다양한 교수설계 연구가 요청된다.

키워드: 자기조절학습전략(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과제기반언어학습(task-based language learning), 
초등영어교육(elementary English learning)

I. 서 론

2008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

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를 위해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제적으

로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수ㆍ학습방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과제기반언어학습

(Task-based Language Learning)은 학습자에게 서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

를 사용하여 의사를 교환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영어교육에서 과제기반언어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인지

적, 정의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인지적 차원에서 과

제기반언어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성취도 향

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있으며[1], 정의적 

차원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영

어 학습에서 태도와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

[2]가 입증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어교과에서 과제기반언어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의미 있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3]도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 과제기반언어학습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

한 것은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과제기반언어학습의 단계별 

활동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제기반언어학습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제기반언어학습이 초등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교수자에게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적용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함

께 제시되어야 한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은 학습자의 인지, 동기, 행
동을 조절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4] 과제

해결의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전략

의 활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제기반언어학습의 효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한 

과제기반언어학습이 학업성취도 및 영어 학습태도에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한 과

제기반언어학습은 학업성취 상위, 중위, 하위 집단에 따라 초등학

생의 영어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자기조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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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전략을 활용한 과제기반언어학습은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과제기반언어학습과 적용의 한계

과제기반언어학습은 각 단계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행해

야할 역할이 있으며, 이것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

인 교수ㆍ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지경험이 부족한 초등학생에

게 과제기반언어학습을 적용하였을 때에 각 단계별로 한계점이 발

생할 수 있다. 과제기반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학습 분위기와 과

제 및 내용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갖는 부

담이 크게 되며, 이는 과제해결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저

하시키고 학습에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5]. 따라서 과제기

반언어학습의 각 단계별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계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과제기반언어학습의 각 단계별 교수자ㆍ학습자의 역할과 적용

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과제기반언어학습의 교수자ㆍ학습자 역할 및 적용의 

한계점[6]

단
계

세부
단계

교수자 학습자 한계점

과
제
전
단
계

과제 
소개

∙주제 소개 및 정의
하기∙학습자가 과제를 이
해하도록 확신시키기∙같거나 유사한 과제 
제시하기

∙과제 전 단계에서 
배운 유용한 단어 
및 어구 적어놓기∙개인적으로 과제 
준비 시간 갖기

∙과제수행과 해결
의 의도 및 핵심, 
학습해야할 개념
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과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태도 부족

과
제
수
행
단
계

과제
수행

∙검색자로 활동하고 
격려하기

∙읽기, 듣기 교재를 
바탕으로 짝 또는 
소집단으로 과제 활
동하기

∙과제수행 활동에 
몰입, 주의집중 
지속의 어려움

보고
계획

∙보고서의 목적이 명
확한지 확인하기∙언어의 조언자로서 
활동하기∙학생들의 구두 발표 
및 서면 작성 도와
주기

∙과제수행 과정과 
결과 보고 준비하기∙발표 내용 연습하기∙보고서 초안 작성
하기

∙체계적인 보고 방
법 파악의 어려움

보고

∙의장역할 - 발표대상
자 지명 및 조정하
기, 각 소집단의 보
고서를 발표하도록 
학습자 환기하기∙같거나 유사한 다른 
과제 제시해 주기

∙구두를 통해 다른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하기∙작성한 보고서를 
돌려가며 보여주기

∙효과적인 발표 방
법 파악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언
어
중
심
단
계

분석

∙수업시간에 했던 각
각의 활동 검토하기∙학생들의 주의 집중
을 위하여 다른 유
용한 단어나 어구 
가져오기∙보고 단계에서 언어 
항목 발췌하기

∙과제에서 특정한 
언어 형태의 특질을 
정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활동하기∙이미 알고 있던 다
른 언어 특질들에 
대해서 질문하기

∙과제해결 과정에 
대한 자발적인 반
성 및 점검의 어
려움 

연습

∙분석활동 이후에 연
습활동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 
부여하기

∙분석활동에서 했던 
단어와 구 연습하기∙과제보고 단계에서 
생긴 새로운 언어 
형태 연습하기∙노트에 유용한 어
휘항목 적어놓기

∙과제해결 이후 활
동 및 학습의 필
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모형

초등학교 영어수업에서의 과제기반언어학습에 자기조절학습전

략을 활용하는 것은 과제기반언어학습에 의해 학습자 내부에 구성

되는 언어지식을 인지, 동기, 행동 차원에서 활발한 접근이 가능하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은 

관련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며, 자기조절

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과정의 개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과정 개요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에 따라 학습의 전체적인 차원과 학습의 단계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활용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

수자는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차원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주로 활

용하며, 학습자는 인지조절 차원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활용을 중

심으로 한다. Willis의 과제기반언어학습 모형[7]과 양명희의 자기

조절학습전략[8]을 토대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측면에서 제

시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 모형은 교수자ㆍ학습자 측면에서 자기조절학

습전략의 활용과 과제기반언어학습의 단계별 한계점 보완을 중심

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그림 2.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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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업성

취도와 영어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

전 검사에 의해 동질집단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ㅅ'초
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30명과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ㄴ'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기

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한 과제기반언어학습 수업을 매주 3시간씩 

약 4주에 걸쳐 총 12차시 동안 실험집단에 적용하였다. 통제집단

에는 기존의 교수ㆍ학습방법을 적용하였고, 두 집단의 학습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육과정의 2개 단원으로 동일하였다. 사전, 
사후 학업성취도와 영어 학습태도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자

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검사도구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발한 e-평가 문제은행과 서울시교육청 원격교육시스템인 꿀맛닷

컴을 활용하여 제작한 학업성취도 검사도구와 영어 학습태도를 세

분화한 검사 도구[9]를 초등학생의 이해수준에 맞게 수정ㆍ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2.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수업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 수업을 위해 실험단

원 선정, 과제개발,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수업 전개의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세부요소와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

반언어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이 연구의 실험단원에 교수자와 학습

자의 측면과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차원에서 자기조절

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개발된 과제

를 중심으로 적용된 과제기반언어학습의 각 단계별 자기조절학습

전략 세부요소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과제기반언어학습 단계별 자기조절학습전략 세부요소

Ⅳ. 연구결과

1.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을 실시한 후, 학업성

취 상위, 중위, 하위집단의 세 집단 간 학업성취도 변화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별 학업성취도 차이 분석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상위집단 10 2.13 4.90

3.757* .036중위집단 15 1.00 3.48

하위집단 5 7.80 7.12

*p＜.05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집단의 학업성취도 변화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757, p=.036). 어떤 집단 간

에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별 학업성취도 차이 사후검증

성취집단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상위집단

중위집단 .839

하위집단 .043* .081

*p＜.05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 차이에서 하위집단과 상위

집단(p=.043)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학습태도 향상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 학습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집단 간 영어 학습태도 차이 분석

범주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실험집단 30 127.80 27.99
2.631* .011

통제집단 30 110.60 22.33

*p＜.05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영어 학습태도 차이 평균점

수가 통제집단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t=2.631, p=.011).
영어 학습태도 변화의 차이가 어느 영역에서 기인하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 영어 학습태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MANOVA)을 하였다. 하위영역에 따른 영어 학습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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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어 학습태도 기초 통계량

범주
사례 
수

영어에 대한 
자아개념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에 대한 
학습 습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실험집단 30 28.10 8.36 52.63 10.87 47.07 10.68

통제집단 30 26.60 8.35 44.77 9.57 39.23 8.02

계 60 27.35 8.32 48.70 10.90 43.15 10.16

하위영역별 영어 학습태도에 있어서 집단 간 다변량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어 학습태도에 대한 다변량분산 분석

범주
Wilks의 

Lamda
F 유의확률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집단 .760 5.904** .001 3.000 56.000

**p＜.01

Wilks의 Lamda값이 .760(F=5.904, p=.001)이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이 영어 학습태

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이 영어 학습태도의 

하위 영역별로 어떠한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영어 학습태도 하위영역별 차이 검증

종속변인 제곱함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영어에 
대한 

자아개념
33.750 1 33.750 .483* .049

영어에 
대한 태도

928.267 1 928.267 8.855** .004

영어에 
대한 학습 

습관
920.417 1 920.417 10.327** .002

*p＜.05, **p＜.01

영어 학습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실험집단은 영어

에 대한 자아개념(F=.483, p=.049), 영어에 대한 태도(F=8.855, 
p=.004), 영어에 대한 학습 습관(F=10.327, p=.002)영역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Ⅴ. 결 론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은 학업성취 집

단별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 학업성취 상위집단보다 하

위집단의 학습자가 더 우수한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안내 및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절

한 학습방법을 찾아 스스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으로 상위집단에 비해 학습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위집단의 학습자

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언어학습은 학습자의 영

어 학습태도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영어 학습태도

의 하위 영역 중에서 영어에 대한 자아개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 간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영어에 대한 태도와 영어에 대한 학습 습관에서의 긍정적

인 효과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학습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능동적

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학

습은 학업성취 집단별 학업성취도와 영어 학습태도에서 높은 성과

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전략 활용 과제기반학습

을 적용할 때에는 모든 학업성취 집단의 학습자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조절학습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활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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