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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Dae Hwan. “A research on anxiety and strategy in English listen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339-358.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the aspect of the correlation 

between listening strategy use and anxiety in English as well as (2) the relative influence that the 

subcategories of listening anxiety have on listening strategy use. This study involves 80 students from two 

different universities and the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OEIC achievement. The 

analysis of data reveals some important findings as follows: First. most sub-elements of listening strategy 

use and listening anxiety negatively correlate with one another with both relation between compensatory 

strategy and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in the high level-group and relation between social strategy 

and lack of confidence in low-level group highest. Second, the anxiety caused by the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contributes to the decrease of compensatory strategy use in high level-group while the anxiety 

dealing with what students heard has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use of compensatory strategy in both 

groups. Lastly, the lack of confidence in low-level group exerts negative influence on the use of social 

strategy in low-level group. The implication of this search is that the teachers should be aware that 

relational aspect between listening strategy use and anxiety varies depending on level of the learners. In 

addition, teachers should provide learners with the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learners can reduce the 

data processing anxiety by utilizing cognitive strategy in listening classroom.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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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영어 학습의 가능성

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영어 교육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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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그 결과 학습자의 적성, 지능, 성별, 동기, 태도, 학습 불안, 학습 전략 등

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인임이 밝혀졌다

(Clement, 1987; Gardner & Lambert, 1972; Horwitz, Horwitz & Cope, 

1986). 다양한 학습 변인 중 학습 불안(learning anxiety)과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y)은 다른 요인과 달리 교육 환경이나 교수법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변

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어 학습에서 듣기는 오랫동안 언어습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

상으로 인식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등한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듣기 능력이 의사

소통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듣기 능력이 다른 기능 습득보다 먼저 일어난

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교실에서 외국어 듣기 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O′

Malley, Chamot & Kupper, 1989; Rost & Ross, 1991; Vann & Abraham, 

1990; Vogely, 1995). 효과적인 외국어 듣기 수업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듣

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전략 사용을 극대화하고 듣기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

수법 개발로 이어졌다. 듣기 불안도가 높은 학습자가 듣기 학습에 더 많은 어려

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듣기 학습

의 방해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Long, 1989; Met, 1984, 김진아, 

2012; 이학진, 2010; Volgely, 1999). 

외국어 듣기 학습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듣기 전략 사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나 장치로서 학습자가 정보를 습득하여 저장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Chamot & Kupper, 1989; O′Malley 

& Chamot, 1990; Oxford, 1990; Rubin, 1975). 듣기 전략 학습의 중요성에 대

해 Mendelsohn(1995)은 학생이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

르치는 것이 교사의 임무임을 주장하였고, Vogely(1998)은 성공적인 듣기를 위

해 학생들에게 불안감이 낮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듣기 과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교수법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효웅(2001) 또한, 186명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듣기 성취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의 듣기 불

안과 듣기 전략사용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간 

불안 수준에 따라 다른 듣기 전략 사용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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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낮추고 전략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된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실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향상이라는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한 관심만큼이나 듣기 불안과 전략 간 관계성을 파

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김성연 & 박경례, 2006; 이숙정 & 이길

영, 2007; Chamot & Kupper, 1989). 그러나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두 요인과 학업성취도 간 관계성을 분석하는 데 치중되

어 있고 두 요인 간의 보다 구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 불안 하위 요소와 듣기 전략 하위요

소 간 상관성을 분석하고, 듣기 불안 하위요소를 독립변수로, 듣기 전략사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두 

요인 간 관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듣기수업에서 불안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영어 듣기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1) 듣기 불안 하위 요소와 듣기 전략 하위 요소 간 상관관계 양상은 어떠한가?

(2) 듣기 불안 하위 요소가 듣기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 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외국어 학습의 듣기 불안

듣기 불안이 듣기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에도 불구하고 듣기 학습 과정에 수반되는 불안을 발견하고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어 학습의 연구가 말하기에 집중되어 있던 1980년대 듣기 학

습 시 발생하는 불안에 관심을 두고 학문적으로 불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Nord(1980)의 연구 이후 듣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효과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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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위한 많은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Meyer(1984)는 교사들에게 학습자의 불안에 관심을 두고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듣기 수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활동을 고안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Scarcella와 Oxford(1992)는 학습자는 학습자가 어렵다고 느끼거

나 생소한 듣기를 할 때 스트레스, 피로감, 불안감 등이 발생하고 이 불안은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단어, 발음, 문법 지식, 어휘 등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신념에 의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Vogely(1999)는 듣기 불안의 

원인을 첫째 음성의 비 명료성, 발화 속도, 난이도, 다양한 발음, 둘째 부적절한 

듣기 전략, 시간 부족, 셋째 교사의 비현실적인 기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마지

막으로 비 지속적 입력자료, 불충분한 시작 자료, 연습 부족 등과 같이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Brown(2000)은 듣기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개념 단

위화의 어려움(clustering), 구어가 가지고 있는 잉여적 요소(redundancy), 음운

론적, 통사적 및 화용론적 축약(reduced forms), 언어수행 변이(performance 

variables), 문어체에 익숙한 학습자의 구어(colloquial language), 말의 속도

(rate of delivery), 외국어의 억양, 강세, 리듬, 그리고 듣기의 상호작용

(interaction) 등이 학습자로 하여금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Hedge(2000)는 외국어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교재의 난이도, 듣기 자

료의 속도 그리고 학습자가 갖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보고 성공적인 듣기 학

습을 위해 듣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특히 학습 초기 단계에서 성공 경험

을 하여 듣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성공적인 

듣기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Kim(2003)은 듣기 불안과 듣기 능력 간 

상관관계와 더불어 학원 수강 여부, 전공과 같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요인과도 상

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황성삼(2005)은 시험 불안과 듣기불안이 서로 상

승작용하여 높은 불안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험 불안을 야기하는 듣기 활동은 

지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듣기 불안을 감소시켜 듣기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Oxford(1993)

은 듣기 활동 전이나 활동 중에 심호흡하기, 음악 듣기, 긍정적인 확신 갖기와 같

은 정의적 전략 사용과 듣는 내용 노트하기, 연습 시간 늘리기, 정규적인 피드백 

받기, 듣기와 다른 기능 통합과 같은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듣기 과업에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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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Vogely (1995)는 학습자가 수업

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듣기 전략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

습자의 배경지식이나 모국어 사용, 그리고 수행과제의 나선형적 제시 등이 듣기 

학습 시 불안을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rnold(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시각화와 긴장 이완 훈련이 시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2 외국어 학습의 듣기 전략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서 듣기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습자의 듣

기 전략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학습 전략이란 학

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 저장, 기억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의 과정(O′

Malley & Chamot, 1990; Oxford, 1990; Wenden, 1983)으로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략 사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듣기 전략에 관한 

초기 연구는 Murphy(1985)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유능한 듣기 학습자는 

넓은 분포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능하지 못한 학습자는 수업에 사

용하는 교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략을 사용함을 밝혀냈다. 이 연구가 시행

될 당시에는 체계적인 학습전략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우수한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조사하여 기술하는 것이었

다. 하지만 듣기 숙련도에 따라 학습자 간 각기 다른 듣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을 밝혀낸 Murphy의 연구는 후속 듣기 전략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학습전략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

습 이론에 기반을 둔 전략 분류가 시작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정보처리이론

(Anderson, 1985)에 기반을 둔 O′Malley와 Chamot(1990)와 Oxford(1990)의 

전략 분류이다. Bacon(1992)은 O′Malley와 Chamot(1990)의 주장을 기반으로 

듣기 전략을 상위인지 전략, 인지적 전략, 사회적 전략, 정의적 전략으로 구분하

였고 Oxford(1990)는 학습전략과 듣기전략을 분리하여 듣기 학습 전략을 6개의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Oxford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Oxford(1990)의 분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Oxford(199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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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전략을 여섯 개의 하위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기억전략

(memory strategy)이다. 이 전략에는 다량의 새로운 정보를 기억, 저장, 재생하

는데 필요한 전략으로 연관 짓기, 문맥에서 통해 새로운 정보 사용해 보기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은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으로 목표어로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전략으로 학습한 내용의 연습, 메시지 

주고받기, 번역, 변형, 노트하기, 요약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보상전

략(compensatory strategy)으로 목표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

으로 학습 내용에 집중하기, 자료 조직하기, 목표설정, 학습 계획하기, 연습 기회 

찾기 등 학습 과정의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전략이다. 다음은, 정의적 전략

(affective strategy)으로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태도, 동기 등의 통제와 관

련된 전략으로 음악 듣기, 긍정적 마음 갖기,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등이 이 전략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을 돕는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이 있다. 

듣기 수업에서 전략 지도의 중요성과 효과성은 이후 많은 학자에 의해 입증되

었는데 Vandergrift(1997)는 상위인지 전략이 듣기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

략임을 주장하면서 영어 듣기 학습 초기 단계에 학습자에게 적절하고 흥미를 유

발하는 교재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Brown(2000)은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있어서 외국어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듣기 

전략을 가르치고 이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

의 역할임을 주장한다. 박기표와 김상문(2002) 역시 영어 듣기 전략 사용이 듣기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EFL학습 환경에서 영어 듣

기 전략지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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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방에 위치한 B 대학과 V 대학에서 2020년도 겨울 방학을 활용하

여 4주간 실시한 토익 집중과정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학

교 홈페이지나 게시판의 홍보물을 통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는 학교에서 선정한 사설 

토익 전문 위탁업체에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진은 5년 이상의 

토익 강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토익 집중과정 프로그램 

일정은 두 대학이 동일하게 10시부터 12시까지 LC(listening comprehension), 

13시부터 15시까지는 RC(reading comprehension)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을 

독해 파트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종료 시점에 200문항으

로 구성된 모의 토익 시험을 실행하였다. 참가 학생들의 듣기 성취도는 시작과 

종료 시점에 실시한 모의토익 LC 점수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듣기 불안과 듣

기 전략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학생들의 설문 응답의 피로감을 낮추고 설

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기 다른 날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

체 참가자를 최종 향상 정도에 따라 평균 점수 상승 이상 집단을 상위 집단으로 

평균 점수 상승 미만 집단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연구 참여 집단

평 균

기초점수 최종점수 향상점수 참가자

상위집단 256.90 343.10 86.20 42

하위집단 319.49 350.39 38.90 38

전체 286.34 346.56 60.22 80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상위집단 42명, 하위집단 38명으로 총 80명이다. 

상위집단의 프로그램 시작 전 평균 점수는 495점 만점에 256.90이었고 최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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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기초점수 80 286.63 72.582 -15.820

(0.000)***최종점수 80 346.56 60.919

수는 343.10으로 86.20의 평균 상승을 보였다. 하위집단의 기초점수는 319.34

에서 최종 350.39으로 평균 38.90의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평균 상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토익 집중과정 전· 후 듣기점수 차이 비교

*p<.05, **p<.01, ***p<.001

토익 집중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 전 토익 듣기 점수와 교육 후 듣기 점

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15.820, 

p=0.000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토익 집중 과정 교육 전 토익 듣기 점수

와 교육 후 토익 듣기 점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기초 듣기 점수는 495

점 만점에서 평균 286.63점인데 반해 최종 점수 평균이 346.56점으로 약 59.93

점 상승하였다. 토익 집중과정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듣기 점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듣기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Kim(2000)이 Saito, 

Horwitz와 Garza(1999)의 외국어 읽기 불안(Foreign Language Reading 

Anxiety)을 기반으로 개발한 외국어 듣기 불안 척도(Foreign Language 

Listening Anxiety Scale; FLLAS)와 김아리(2015)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19문항이며 설문을 통

해 듣기 시험, 구어, 듣기 처리, 자신감 결여, 배경지식 등 총 5개의 하위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five-point 

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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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듣기 불안 하위영역별 정보 

듣기 불안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듣기처리 4 3.38 0.73 0.68

자신감 부족 2 3.76 0.83 0.75

배경시식 3 3.53 0.82 0.75

구어 3 3.28 0.76 0.55

듣기평가 5 3.50 0.83 0.80

전 체 17 3.47 0.69 0.92

  

최초 설계된 19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15번, 18번 문항을 제외한 

17문항으로 듣기 불안을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은 자신감 부족(3.76), 배경지식 

부족(3.53), 듣기 평가(3.50), 듣기 처리 관련(3.38), 구어에 대한 불안(3.28)순이

고 전체평균은 3.47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전체적으로 0.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또한 

0.92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어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가 0.60보

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어 불안 신뢰도가 전체 신뢰도를 크게 저해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한편, 듣기 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Oxford(1990)의 SILL(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을 기반으로 이효웅(1994), 심성희(2007)가 

개발한 듣기 전략 설문지를 참조해 설계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인지 전략, 기억 전략, 보상전략, 상위인지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 듣기 전략 하위영역별 정보 

듣기 전략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인지 전략 10 3.40 0.47 0.61

기억 전략 8 3.62 0.53 0.78

보상 전략 2 3.51 0.76 0.46

상위인지전략 5 2.82 0.55 0.51

정의적 전략 4 3.72 0.61 0.66

사회적 전략 2 2.63 0.79 0.63

전 체 31 3.28 0.40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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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듣기 전략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평균값은 정의적 전략

(3.72), 기억 전략(3.62), 보상 전략(3.51), 인지 전략(3.40), 상위인지 전략

(2.82), 사회적 전략(2.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3.28로 측정되

었다. 듣기 전략 하위 영역별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보상전략

(0.46)과 상위인지 전략(0.51)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0.60 이상 이며 전체 신

되도 역시 0.84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가 0.60 이하로 나타난 보상 전략과 상

위이지 전략 문항은 두 영역의 문항이 포함됨 전체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0년도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토익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

생의 토익 듣기 파트 점수와 동일 참가자가 작성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듣기 

불안 하위요소와 듣기 전략 하위요소 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모

의 토익 점수와 설문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모든 분석을 위해 

SPSS 14.0 Windows 버전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하위요소 간 상관분석

평균 점수 이상의 향상을 보인 상위 집단에서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간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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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불안

듣기처리
불안

배경지식부족
불안

자신감 
결여불안

듣기 시험
불안

인지 전략 .059 .209 -.009 .286 .296

기억 전략 -.143 .039 -.096 .051 .102

보상 전략 -.217 -.319* -.447** -.239 -.197

상위인지 전략 -.113 -.067 -.007 -.015 -.146

정의적 전략 -.152 -.250 -.230 .030 -.172

사회적 전략 -.042 -.110 .089 .152 -.060

<표 5> 상위 집단 듣기 불안과 전략 간 상관분석

*p<.05, **p<.01

듣기 성취도 상위 집단에서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

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의 하위요소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하위소요 간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는 보상전략과 배경지식 부족 불안 간으로 

상관관계 r=-0.447, p=0.003으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상전

략과 듣기 처리 불안 상관관계 또한 r=-0.319, p=0.0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위 집단에서 듣기 활동 수행 시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내용을 듣거나 듣기 중 키워드를 놓치는 경우 또는 익숙하

지 않은 내용을 듣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주변적인 단서를 활용하여 언어

적 지식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 사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6> 하위 집단 듣기 불안과 전략 간 상관분석

구어
불안

듣기처리
불안

배경지식
부족불안

자신감 
결여불안

듣기 
시험불안

인지 전략 -.182 -.026 .223 -.113 -.171

기억 전략 -.165 -.060 .179 -.067 -.181

보상 전략 -.337* -.394* -.238 -.221 -.272

상위인지 전략 -.229 -.079 -.062 -.157 -.253

정의적 전략 -.171 -.185 .009 .032 -.187

사회적 전략 -.327* -.149 -.164 -.406* -.397*

*p<.05, **p<.01

  

하위 집단에서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 집단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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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B SE β

(상수) 5.066 .523 9.689***

10.013** 0.200배경지식부족
(상위집단) -.456 .144 -.447 -3.164**

(상수) 4.284 .484 8.858***

2.163 0.030배경지식부족
(하위집단) -.196 .133 -.238 -1.471

로 대부분의 하위소요 간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를 보인 보상전략과 구어불안, 보상전략과 듣기 처리 불안, 사회적 전략

과 사진감 결여불안, 사회적 전략과 듣기 시험 불안 중 사회적 전략과 사진감 결

여불안 간 상관관계 r=-0.406, p=0.012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전략과 듣기 시험 불안 간 관계가 r=-0.397, p=0.014로 그다음을 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듣기 성취도 하위 집단에서 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

거나 자신의 이해속도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 불안을 느끼는 학습자는 자신

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타인에게 질문, 협조와 같은 사회적 전략의 사용이 감

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하위요소 간 인과관계 

다음은 그룹별 요인 간 인과관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듣기 전략 요인 중 보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을 종

속변수로 하고 듣기 불안의 하위요소 중 배경지식 부족, 듣기 처리 관련, 자신감 

결여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두 집단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결과만을 기술하였다. 

<표 7> 배경지식 부족 불안이 보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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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B SE β

(상수) 4.588 .547 8.391***

4.543* 0.102듣기 처리 관련
(상위집단) -.330 .155 -.319 -2.131*

(상수) 4.958 .542 9.153***

6.609
*

0.155듣기 처리 관련
(하위집단) -.410 .160 -.394 -2.571

*

배경지식 부족 불안이 보상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룹 

간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 집단에서 F=10.013(p<.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0.200으로 20.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상위 집단의 β 값이-0.456(p<.01)으로 나타나 배경지식 부족 불안이 

보상전략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β부호가 부적이므로 배

경지식 부족 불안이 증가하면 보상전략 사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집단에서는 β 값이 –0.196(p>.05)로 나타나 배경지식 부족 불안이 보상전

략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듣기 처리 관련 불안이 보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듣기 처리 관련 불안이 보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

과, 상위 집단 F=4.543(p<.05)과 하위 집단 F=6.609(p<.05)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값은 0.102와 0.115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에서 

각각 10.2%와 1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상위 집단의 β 값이-0.330(p<.05), 

하위 집단의 β 값이-0.410(p<.05)로 나타나 듣기 처리 관련 불안이 두 그룹 모

두에서 보상전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그

룹 모두에서 β부호가 부적 이므로 듣기 처리 관련 불안이 높아지면 보상전략 사

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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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

수 t(p) F(p)  

B SE β
(상수) 2.166 .603 3.594**

.941 0.023자신감 결여
(상위집단) .147 .152 .152 .970

(상수) 3.915 .538 7.276***

7.089* 0.165자신감 결여
(하위집단) -.385 .145 -.406 -2.662*

<표 9> 자신감 결여 불안이 사회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하위 집단에서 자신감 결여 불안이 사회적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F=7.089(p<.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0.165로 16.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하위 집단에서 β

=-0.385(p<.01)로 자신감 결여 불안이 사회적 전략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β부호가 부적으로 나타나 자신감 결여 불안이 증가하면 

사회적 전략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집단의 β 값이 

0.147(p>.05)로 나타나 자신감 결여 불안의 감소가 사회적 전략 사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20년도 겨울방학 동안 시행한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을 대상으로 그룹 간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하위요간 관계성을 분석하고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모두에서 듣기 불안 하위 요소와 듣기 전략 하위 

요소 간 대부분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상위 집단에서는 보상전

략과 배경지식 부족 불안 간 부적 상관관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위 집단 학

습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들을 때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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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이나 주변적 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적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

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 집단 학습자들의 상관분

석에서는 구어불안과 듣기처리 불안이 보상전략 간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했으며 

구어불안, 자신감 결여불안, 듣기 시험불안과 사회적 전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하위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듣기 활동 시 

교재가 없거나, 단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파악이 안 될 때, 모르

는 단어에 집착 할 때, 듣기 중 한번 내용을 놓치면 전체 의미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등에 의해 불안이 야기된 경우 보상전략 사용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듣기 불안 하위 요소가 듣기 전략 하위 요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섯 범주의 듣기 불안 하위요소와 여섯 범주

의 듣기 전략 하위요소 중 배경지식 부족 불안과 보상전략 간, 듣기 처리 관련 

불안과 보상전략 간 그리고 자신감 결여 불안과 사회적 전략 간 인과 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배경지식 부족 불안과 보상전략 간 회귀분석 결

과 상위집단에서 배경지식이 없는 내용을 들을 때 불안감이 상승하고 그 결과 보

상전략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 집단에서는 배경지식 부

족 불안에 따른 보상전략 사용 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듣기 

처리 관련 불안과 보상전략 간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두 그룹 모두에서 독립변수

가 증가하면 종속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가 듣기 활동 중 

모르는 단어에 집착하거나 듣기 내용을 놓치거나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전체 내용 파악을 못함으로서 야기된 불안이 증가하면 언어적 부족을 극

복하기 위한 보상전략 사용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 집

단에서 듣기에 자신감 결여와 관련된 불안이 증가하면 질문하기, 타인과 협조하

기, 목표어가 사용되는 문화 이해하기와 같은 사회적 전략의 사용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어에 대한 불안과 듣기 시험에 대한 불안은 두 집단 모

두에서 듣기 전략과 아무런 상관관계나 인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전략이 듣기 능력과 듣기 성적에 무관한 결과를 보인 박경례(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듣기 불안의 몇몇 하위 요인이 듣기 성취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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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듣기 전략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듣기 수업에서 듣기 불안을 낮추고 듣기 전략 

사용을 극대화 하여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영어 듣기 수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듣기 수업 설계 시 성취도에 따라 듣기 불안과 전략사용 간 관계

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지

양하고 특히 하위 집단 학습자에게 듣기 전략 사용 훈련을 통해 듣기 전략 사용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박기표(1999)의 연구에서는 학습

자에게 전략훈련을 실시하여 단 기간에 높은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하위 집단에

서 전략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성취도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함을 보여준 연구와

도 맥을 같이 한다. 심성희(2007) 또한 성인 영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 사용과 듣

기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전략 훈련을 통해 하위 집단 학습자들의 높은 성취도를 

밝힌 바 있다.

둘째, 외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책무는 학습자의 불안을 줄여주고 학습자로 하

여금 학습에 대한 동기화 흥미가 유발되는 수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Young, 

1991). 듣기 수업에서 이러한 학습 환경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에게 

친숙한 듣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위 집단 학습

자들은 배경지식 부족에 의한 불안도가 높을 때 듣기 전략사용이 감소한다는 것

이 밝혀졌다. 따라서 듣기 수업 전 활동에서 듣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

을 활성화 하고 듣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이 적극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두 집단 모두에서 듣기 처리 관련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듣기 학

습 시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인지 전략 훈련을 제안한다. 인

지 전략 훈련에서 학습자는 연습과 반복, 자연스런 상황에서 연습, 연역적 추론, 

표현 분서, 모국어와 대조, 번역, 메모, 요약 등의 활동을 통해 듣기 처리 관련 불

안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전략 사용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하위 요소 간 관계성에서 파악하

여 성공적인 영어 듣기 학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하위요소를 각각 다섯 가지와 여섯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하지만, 언어 학습 시 일어나는 내적 과정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위범주 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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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측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듣기 학습 시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전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관계

성을 밝혀냈고 이 결과가 추후 듣기 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업 설

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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