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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자료를
*

활용한 영어말하기 숙련도 향상에 관한 연구
- 이야기 내용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

1)고

￭요

미 숙**

약￭

본 연구는 영어말하기 숙련도 향상을 위한 두 가지 교수법을 비교하였다. 영어말하기 연구가 대
화의 기술 및 언어적 요소 - 어휘, 억양, 구문 표현, 문법 - 에 중점을 둔 주류 연구경향과 달리
본 연구는 말하기 기술에 중점을 두어, 내용 중심의 말하기 학습의 효과와 일 방향 과제 연습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종래의 대화식 말하기 연습위주의 영어회화 강의 참여자 집단 A와, OPIc 식의
일 방향 말하기 과업 및 말하기 기술 전략 학습이 포함된 영어회화 강의 참여자 집단 B와의 비교를
통하여, 초급-상 또는 중급-하 수준의 성인 영어학습자 말하기 숙련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법을 모색했다. 초급-상 혹은 중급-하 수준으로 추정된 79명의 성인 학습자들이 두 집단의 영어회
화강좌에 2학기 이상 참여하여 반 직접(semi-direct) 인터뷰방식의 두 가지 말하기 과업에 참여했
다. 연구 참가자들의 발화를 모두 전사하여 두 집단의 발화의 양과 이야기 구성요소의 포함 유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전략학습과 일 방향과제를 연습한 집단 B가 대화식 영어회화 강의 참가자 집단 A보다
약 2배 이상의 발화를 하였고, 집단 B의 발화자들의 이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포함여부가 집단 A보
다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더 많이 발화에 포함시켜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어
휘, 문장의 나열을 할 수 있는 초급-상이나 중급-하 수준의 성인 영어학습자들은 내용 중심의 말하
기 연습과 이야기 식 말하기, 즉 개인적 일상생활이나 과거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 식 말하기 연습
을 통하여 현재의 영어말하기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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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어말하기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단순히 인사나 정형화된 상황 별 패턴 영어말하기에 대한 구어적 표현암기 연습이 필요한 때가 아니
라, 현재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서는, 도구로서의 영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언제든 의사소통할 준비
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영어를 정확히,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영어말하기에 대한 요청은 대학에서의 영어회화교육에 교육적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회화 교육 전문가들의 교수법 및 다양한 교재개발에 대한 변화도 촉구되고 있다.
종래의 패턴위주, 문법위주, 두 세 문장 위주의 대화식 영어회화 교수법이 과연 위와 같은 능동적
인 언어조절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영어학습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먼저, 영어회화는 말하기의 기본적인 특징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
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각만 듣고, 표현을 따라하며, 대화 주도권의 수동
적인 존재로 머물면 상호 대등한 의사소통의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는,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생각하고, 그에 필요한 표현 등을 연습함으로써, 말하기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n, 2009). 이를 위해서, 영어회화 교육 전문가는 영어회화 교재 및 자료가
학습자들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즉 학습자 본인에 관련된 개인화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신중히 선택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현실성 있게 활용해야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근 10 여 년 간의 정규 영어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관행적인
말하기 학습만을 반복하고 있어서 중급이상의 수준을 벗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말하기 연습으로 이야기 식(storytelling) 연습을 신동일(2008)은 제안하고 있다. 신동일
(2008)은 문장단위의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영어숙련도 초급-상(Novice-high)이나 중급-하
(Intermediate-low) 수준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긴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야기 식 말하
기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야기 식 말하기 교수법을 소개하고, 종래의 외국 유명
출판사의 회화 교재를 이용한 대화식 영어회화 교수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급-하 이상의 말하기 숙
련도 향상을 위한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1. 영어말하기 교육연구
현재 교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어말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Hughes, 2002). Hughes(2002)는 과연 교사는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가르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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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종래의 영어말하기연구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얻은 발화 자료들이 실험적 증명의 연구에 사용되기 보다는 이론 중심의 연
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Dornyei(1995)는 말하기연구의 주제가 주로 대화의 기술
(conversation skill)에 집중되어있다고 한다. Dornyei(1995)의 연구를 뒷받침 하듯, 한국에서도 영
어말하기 교육 관련 논문에서는 가장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 연구들이 흔하게 나타난
다. 대부분의 영어말하기 논문들은 의사소통 전략, 즉 대화 중 어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아는
특정 단어로 설명하고(circumlocution), 대화에서의 협상이나 담화의 유지와 같은 상호작용의 기술,
대화에서 언어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되는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기술, 말할 차례(turn
taking), 주제전환전략, 담화표지어, 언어선택에 대한 문법적 특징, 어휘에 관한 연구, 또는 발화에
서의 유창성과 발음에 관한 연구 등이 전반적이다. 그러나 말하기 기술과 대화기술은 다르다
(Nolasco & Arthur, 1987). 그간, 한국의 영어교육도 말하기에 있어서, 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의
미협상, 협력과정 등과 같은 대화기술에 집중된 연구가 일반적이지만, 사실, 한국 영어교육현장에서
는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는 않다(신동일과 유주연, 2006). 공교육에서 10 여 년 간의 영어
교육을 받은 성인 영어학습자는 어느 정도 단어 나열식의 말하기나, 간단한 어구와 문장 구성이 가능
한 수준인 초급-상 수준이나, 중급-하 수준의 숙련도 소지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ACTFL
의 OPIc 등급기준). 그러나 신동일(2008)에 따르면, “원어민 눈치만 보면서 발음, 구문, 어휘에 전정
긍긍하고, 회화강사와 짧게 주고받는 영어로는 만년 중급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영어말하
기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은 원어민 수준의 발음과 세련된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
고, 잘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대화식이나 일 방향의 즉각적 영어말하기(spontaneous speaking)는 어렵다. 말은 실시간 현
상으로서 그것이 계획되고 종합되어서 적절한 속도로 발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EFL 발화자의 어려움
은 더욱 가중된다(Fulcher, 2003). 즉각적 말하기는 내재적 지식(implicit knowledge)과 관련되어
있고, 비록 L2학습자들이 발화할 때 내재적, 외재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이 공존하면서 활용되
지만(DeKeyser, 2003; Ellis, 2005; Ellis & Barkhuizen, 2005; Paradis, 1994), Paradis(1994)는
실시간 정상속도로 발화를 하려면 발화자는 자신의 자동적인(automatized) 내재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L2의 내재적 지식의 습득과정에 관한 논쟁은 현재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언어지
식의 자동화(automatization)는 특히 유창한 발화를 낳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위의 언어지식의 자동화를 위한 연습은 대화식 말하기보다는 일 방향
의 말하기 연습에서 더 많은 실현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즉각적 말하기를 잘하려면, 실생활의 일상
말하기를 혼자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고, 이는 학습자의 언어지식 체계 속에 자동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영어말하기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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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식 말하기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대학의 영어말하기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학 교양영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로 말하기를 1순위로 뽑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교수방법으로 졸업생들이 개인발표 교수법을 가장 효율성 있는 말하기 훈련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이 개인의 능동적 언어구사능력이 대화의 교환능력보다 사회생활에 더 필요
하다고 보고 응답한”(p.190)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신동일(2006)은 일 방향 말하기 과업(one-way
speaking task)의 대부분, 즉 이야기 서술이나 일반적 정보전달, 정보요약 등이 EFL 상황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의사소통 환경의 대부분이 일 방향 혹은 원거리 의사
소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p. 30)고 했다. 더군다나, 최근 여러 대기업, 학교프로그램에서 영어말
하기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중요 말하기 시험에서도 반 직접적(semi-direct) 말하
기 과업-녹음형 말하기 과업-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말하기 능력시험에서 중요시 되
는 이야기 식 말하기 과업은 개발되어야하며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학습이 되어야한다고 신동일
(2006)은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효율적인 이야기 식 말하기 과업으로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로
전하는 연습을 제안했다(신동일, 2008). 말하기 시험 현장에서도 대부분 수험자가 혼자서 상황을 묘
사하거나 이야기를 서술해야하는 과업들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말해보는 이야기 식 말하기연습을 주장한다. 그러한 이야기 식 말하기는 언어적 형태나 음성
적 측면의 강조보다는 내용중심의, 즉 이야기 내용구성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
다고 한다(Bell, 1995; Lee, 2006).
신동일(2008)은 이야기 식 말하기연습을 위한 내용구성 중심적 요소를 12가지로 분류하여 이야기
식 말하기 시험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12가지 전략의 내용을 아래에서 요약하였다.
전략 1. 구조완성
이야기는 반드시 스토리 구조로 완성해야하며 순환적인 스토리는 도입부, 확장부, 종결부로 구성
되어 도입부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확장부에서는 제안된 스토리
의 주제나 사건을 부분적으로 변형, 확장, 도입부 정보 반복, 구체적 사건이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
며, 종결부에서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며 스토리 전체를 마무리해야한다.
전략 2. 사건진행
혼자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적으로 사건의 도입-갈등-해결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해야
하며, 사건의 도입에서는 등장인물의 감정, 목적, 열정, 의도 등의 일련의 연속된 줄거리를 이끄는
생각을 제공해야한다. 사건해결을 위한 시도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제
공 되어야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등장인물의 행위가 성공 또는 실패한다는 등
의 직접적 결과의 상황을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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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배경설명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경설명을 언제/어디서/누가/누구와 함께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먼저 말하여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전략 4. 등장인물소개
등장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감정,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모, 나이, 성별, 직업은 어떤지 등에 관
한 인물묘사를 하여 듣는 사람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전략 5. 말하기 목표와 의도 명시적 공개
목표지향적인 선명한 이야기를 구성할 줄 알아야 하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밝히는가? 등장인물
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가? 등에 관한 목표지향점을 반드시 발화 속에서 밝혀야한다.
전략 6. 갈등노출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의식적으로 갈등과 위험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등장인물을 불편하게 하 고
힘들게 하는 방해물, 방해 인물, 내적 갈등을 포함 시킬수록 청자는 더욱 더 흥미를 가지고 듣는다.
전략 7. 사건순서대로 말하기
차근차근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말하여 사건의 응집성을 높여야 한다. 중간과정을 빼먹지 않고 여
러 종류의 연결어를 적당히 사용하여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한다.
전략 8. 원인과 결과 진술
긴 호흡으로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불평과 해결, 문제와 대안,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차례대로 말해야한다.
전략 9. 감정표현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감성적 스토리텔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인물의 묘
사와 함께 감정이입에 집중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또는 이야기 속의 3인칭 등장인물이 가
지는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꾸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전략 10. 활동묘사
사건 등장인물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한다. 이야기 줄거리 중심으로 전개보다는 활동 동사
의 나열로 인하여, 시각적 효과를 자극하여 청자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활동 동사는 현재 일어
난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 때문에 결과
적인 직접정보보다는 활동 동사의 나열로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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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1. 등장인물의 행동에 반응보이기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행동, 반응의 결속력을 부가시켜 하나의 행동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을
듣는 사람이 추론할 필요 없게 해야 한다. 반드시 동작나열하고 하나의 동작에 반응을 반드시 포함시
키면서 사건의 해결점으로 연결해야한다.
전략 12. 감동적 마무리
중급수준과 상급수준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계이며,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다 견고한 완결
성을 주기위해서 전달하는 이야기의 가치와 교훈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공유할 줄 알아야한다.
일상적 발화의 이야기 내용 구성요소를 분석한 다른 연구들로는 Labov와 Waletsky(1967)가 있으
며, 이 연구에서는 내용적 구성요소를 6가지로 나누었다: 요약부(선택적 요소) - 도입부(선택적 요
소) - 복잡부(일련의 사건들로 구성) - 평가부(이유와 배경) - 해결부(평가부와 일치하는 경우) 결말부(선택적 요소). Ko(2005)는 영어학습자들이 의미협상을 통해 이야기 서술과업을 어떻게 효과
적으로 감당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이야기 구성능력을 전체 줄거리, 해결부, 평가부, 응집성, 구체
성의 5가지로 나누었다. Lazaraton과 Riggenbach(1990)에서는 도입부(등장인물 혹은 이야기 성격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명확한 이야기 배경유무), 줄거리 전개(응집성있게 적절한 연결사 사용하고
동사시제의 일관성 있는 사용), 결말부(이야기를 적절히 끝마치고 이야기의 결말 정보 제공유무)와
평가부(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언급이나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표현의 유무)로
이야기 과업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동일(2008)의 12가지 이야기 내용 구성요소
를 위한 전략들이 보다 더 세분화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응용 수정하여 본 연구를 위한 말하기
내용 구성요소의 명시적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다.

3.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말하기 평가
OPI는 1997년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이 중급수준
의 제2언어학습자들을 평가하기위해 개발하였다. OPI는 면대면(face to face) 비조직적 인터뷰방식
의 평가로 평가주제는 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OPIc는 OPI의 컴퓨터 방식의 어학
평가다. OPI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말하기평가 과업들이 피 면접인의 개인적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 - 피 면접인과 관련된 장소, 사람, 사물, 본인과 관련된 일, 활동, 과거경험이나, 이에 대한 질
문을 직접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기 - 로 구성되어있어서, 타 시험평가영역들이 주로 언어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문법, 발음, 단어, 유창함에 관심을 두고 문항 성취도 중심평가를 하는 것과 차별이 된
다. 채점기준은 총체적 점수(holistic score)로 수준 1에서 7까지(Novice low-Advanced)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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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평가영역은 크게 5가지 영역 - 의사소통의 일관성/순발력, 의미전달 단위길이와 구성능력, 응
시자의 주제 표현 능력,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의사전달능력과, 언어적 조절사항인 문법/ 단어/ 발
음/ 유창성 - 에 걸쳐서 종합적 회화 숙련도를 평가한다. 전체 문항 수는 총 12에서 15가지로 개인별
차등화 하여 총 40분에 걸쳐 시행된다.
또 다른 OPIc평가의 특징은 직접적인 일대일 인터뷰형식의 평가와 달리 독백형 일 방향
(one-way) 말하기과업에 근거한 것이다. 신동일(2006)은 직접적인 인터뷰평가가 피면접인과의 상
호 교통성, 의사소통의 진정성, 면접인이 피면접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는 시험실시의 현실성 측면
에서 문제점을 가진 반면에, OPIc의 반 직접적 평가인 독백형 일 방향 과업중심이 보다 한국의 영어
교육 및 말하기 시험 전문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바로 일 방향과업이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채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비원어민 교육자에
의해서도 공정한 시험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무엇보다도 평가자가 피 면접인이
평가자에 의존하여 대화를 유지하거나 대화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거짓유창성(superficial
fluency)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조직적 직접인터뷰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 책이 될 수 있다
는 점이다(p.23). 독백형 일 방향 과업은 무엇보다도 ‘짧은 호흡’의 대화식 말하기가 아니라, ‘긴 호흡’
으로 어떤 것을 묘사, 서술, 정보를 전환시키는 목적지향적인 의사소통의 과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고, 실제 영어의 의사소통이 주로 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보다
의미 있고 현실적인 교수법의 하나로 개발될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신동일, 2006).
물론, OPI나 OPIc의 총체적 채점(holistic rating) 방식에 대한 평가타당도 논쟁이 있다(Bachman,
1988; Bachman & Palmer, 1996; Halleck, 1995; Iwashita & Grove, 2003; Kaneko, 2009). 총체
적 평가에 부정적인 면을 제기한 연구로, Bachman(1988)은 평가자가 학습자 발화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요소를 하나의 종합점수로 평가해야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Bachman과
Palmer(1996)는 총체적 점수가 발화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없으며, 주관적이고 인상주
의에 치우친 평가라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에, Iwashita와 Grove(2003)는 실제 언어상황은 구성요
소를 분석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총체적 평가가 분석적 평가
(analytic rating)보다 더 실지 언어상황에 가깝고, 평가가 빨리 이루어 질수 있어서 평가 비용 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평가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가자
에 의한 총체적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실험적 연구들이 있다
(Halleck, 1995; Iwashita, 2006; Kaneko, 2009). 위 세 가지 연구들은 모두 OPI나 OPIc를 응용한
평가도구에서 총체적 점수의 타당도를 발화의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주는 도
구를 이용하여, 각각 총체적 평가의 타당도를 실험적 증거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초급-상, 중급-하 수준의 영어말하기 성인학습자를 위
한 효과적인 교수법의 한 대안일 수 있는 독백형 일 방향 과업 - OPIc 평가 준비를 위한 수험교재활
용 - 을 이용하여 말하기 전략을 교수하는 영어회화 교수법과 종래의 대화식 영어회화 교수법을 비

28 교과교육학연구 제14권 1호

교하여 더 효과적인 영어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수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실험참가자
본 연구는 대화식 말하기 수업(집단 A)과 이야기 식 말하기 수업(집단 B)에 참여한 서울시내 2년
제 대학의 영어과 2학년 79명을 대상으로 두 수업의 영어말하기 숙련도 향상의 효과성을 살펴보았
다. 영어회화(I-IV) 교과과정은 총 4학기에 걸쳐서, 학기당 매 주 두 번 총 4시수로 이루어졌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대학 1학년 두 학기에 걸쳐서 대화식 말하기 영어회화 I, II 교과목을 수강했다. 영어
회화 I과 II는 모두 Oxford 출판사의 American Headway I 교재를 가지고 두 학기 내내 같은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두 번 두 시간씩 교수하였고, 수업방법은 대체적으로 교재에 충실하게 진행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이 2학년 1학기 되면서 집단 A(40명)는 1학년 때와 동일한 원어민 교수로부터
American Headway II의 교재로 영어회화 III을 수강했고, 집단 B(39명)는 한국인 교수로부터 국내
크레듀 출판사의 Hello! OPIc Intermediate공략 필수편의 교재를 활용한 유인물을 이용하여 OPIc
수업강좌 중심의 영어회화 III울 수강했다. 집단B의 한국인 교수도 영어로 수업했고, 학생들의 한국
어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질문된 것은 영어로 설명했다. 2학년 2학기에도 집단 A는
동일 원어민 교수에게서 American Headway II의 후반부 부분을 강의하는 영어회화 IV를 수강했고,
집단 B도 동일 한국인 교수로부터 Hello! OPIc 학생편 교재를 활용한 유인물을 교재로 하는 영어회
화 IV를 수강했다. 2학년 1학기 초에 두 집단의 영어숙련도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공식기관을 통한
영어말하기 숙련도를 사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평가비용 및 집단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TOEIC 특
별시험으로 대체 평가했다. 전체 평균값은 503점이고, 두 집단의 p 값이 0.0425(p> .05)로 두 집단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으로 동일 숙련도의 집단으로 간주했다.

2. 영어말하기 수업
가. 집단 A(대화 식 말하기와 Oxford American Headway II)
American Headway 시리즈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영어회화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네 가지 언
어기술(읽기, 쓰기, 듣기, 쓰기), 어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문표현과 문법을 모두 다루고 있다. 주
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어있다. 집단 A의 수업전개는 참가자 4명과 연구자와의 직접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단 A의 수업 전개를 살펴보면 교재 13과 “Making a living"의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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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Starter: 문법 현재완료에 대해 교수가 직접 문법 규칙을 설명한다. 이어 교수가 교재에 제시
된 질문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에 대한 자신의 답을 예로 들어준다.
(2) Group work: 4-5명으로 구성된 집단 별로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및 질문을 서로 한다.
(3) 질문하기: 교수는 전체 학생 중 3-4명 정도에게 위의 질문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듣는다.
(4) Grammar Spot: 교재에서 문법연습을 할 수 있는 지면으로 현재완료와 현재완료진행형의 차
이를 보여주는 두 문장에 대한 질문과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한다. 이때 교수는 두 시제의 차이
를 직접 설명해준다.
(5) Group work: 집단 별로 교재에 나온 문법 연습문제들을 푼다. 주로 Practice 파트에 나와 있
는 빈칸 채우기와 그림보고 문장완성하기, 맞는 표현 고르기 연습이다.
(6) 읽기지도: 교재의 읽기자료를 집단별로 읽게 한다. 이어, 교재에 있는 읽기질문들을 교수가 개
인 별로 질문한다. 이때 대답의 양은 대체적으로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의 대답들이다.
(7) 쓰기지도: 교재의 읽기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쓰기를 지시한다. 이어 학생 개인
별로 교수가 질문한다. 학생이 단문으로 대답을 할 경우 추가 질문으로 다시 교수가 질문한다.
(8) 과제: 다음과에 소개되는 문법에 대해 예습할 것을 과제로 내준다.
(9)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지필고사로 교재에 있는 지문을 이용하여 빈칸 채우기와 어휘사
용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수행평가로 4-5명씩 집단 별 말하기인터뷰를 갖는데, 사전에
교재와 관련된 질문주제를 30개 정도 학생들에게 고지한다. 실제로 3문제 정도 인터뷰한다. 이
때 인터뷰는 비조직적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수의 질문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었다. 한 학
생이 길게 대답하면 문항 수가 적어지고, 짧게 대답한 학생들에게는 질문의 수가 많아졌다.

나. 집단 B(이야기 식 말하기와 OPIc 교재 활용 유인물)
집단 B에서는 Hello! OPIc 학생편 교재를 활용한 유인물을 강의 마다 두 세장 분량으로 제작하였
다. 먼저, OPIc 교재는 OPIc평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고, 과업은 학생 개인의 일상
생활에 관련 된 주제로서 개인의 에피소드를 길게 말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업별 설명서로 구성되었
다. 에를 들면, “What type of clothes do you like to wear when you go to school? Tell me
about how you dress on a typical school day." 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 교재에서는 모범답안을
2-3개 보여주고, 답안해설, 답안에 쓰인 어휘와 주요 표현에 대해 간단한 요점설명을 덧붙이고 있
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작은 질문으로 매 과업을 마무리한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고, 소개하기, 거주지, 학교생활, 일상생활, 여가생활, 취미 및 관심사, 기타
의 내용으로 각 장 소 과업들이 3-4개 씩 소개된다.
한국인 교수가 자체 편집한 강의용 유인물(부록)은 교재에 있는 장마다 1-2개의 소 과업을 발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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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 강의 한 과업중심으로 강의할 유인물을 제작한다. 그 내용으로, 먼저 (1)질문을 적는다. (2)
위 질문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구성에 필요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3)질문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해
준다. 한국적 문화와 관련된 용어 설명이나, 구어표현 등도 예측할 수준에서 정리한다. (4) 어휘 연
습할 수 있도록 어휘별 한 줄 씩 연습 칸을 빈 줄로만 표시하여 연습할 공간을 남긴다. (5) 모범 대답
의 샘플을 1-2개 정도 소개한다. (6) 위에서 소개한 전략별로 학생들에 맞는 대답을 연습할 수 있도
록 전략 별 질문을 순서대로 적고, 대답 란을 2-3줄의 빈칸으로 남긴다. (7)마지막 연습으로 전체질
문을 다시 적어서 학생들 개인의 대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하도록 8-10줄 정도의 빈칸을 남긴다.
집단 B는 모든 교실 내 활동이 짝 활동(pair work)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전개를 살펴보면 과업
“Have you ever been in a situation in which you wanted to take a class but faced some

difficulties? Tell me what happened. How did you resolve the problem?”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질문소개 및 질문 이해시키기: 교수는 질문을 설명하고, 자신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2) 전략소개: 위 질문의 대답 필요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현재 자신의 신분 배경 설명,
특정 과목에 대한 관심 및 기대감 표현, 수강 신청한 과목 설명, 겪게 된 사건의 배경설명, 구
체적 어려움의 예 들기, 사건의 원인설명, 사건해결의 과정설명, 사건 후 자신의 감정 및 느낌
의 마무리 등에 관한 전략들을 소개한다.
(3) 어휘연습: 질문과 관련된 어휘들을 연습한다. 교수는 각 어휘 및 구문표현 별로 학생들에게 어
휘를 사용한 한 문장 이상의 발화를 짝 활동으로 한다.
(4) 모범대답을 소개 한다: 교수는 모법대답을 소개하면서 각 전략 별로 모범대답을 나누어 설명
하고, 필요한 표현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각 전략 별로 구성된 내용 중 주요 문장들은 유인물
에 따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자신에 맞게 고쳐서 쓸 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
하고 연습시킨다. 이 때 학생들이 구문이나 어휘에 관한 질문들을 하면 문맥에 맞는 표현을
설명해준다.
(6) 짝 활동1: 짝 별로 위의 전략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질문과 대답을 한다. 교수는 전체 교
실을 돌면서 필요한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7) 짝 활동2: 마지막 활동으로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 개인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
할 수 있도록 짝 활동으로 질문과 대답의 순서를 바꿔가며 연습시킨다.
(8) 발표: 각 짝 별로 한 명씩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하거나, 제 자리에서 발표 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의 유인물은 모두 교수가 수집하고, 수업이 끝난 뒤 돌려준다.
(9)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교수와 개인 별로 면대면 인터뷰를 한다. 문항 수는 모두 3개
로 교수는 주제만 알려주고 학생의 발표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평가(일 방향 과업 중심의 반
직접평가)만 한다. 시험 주제는 교실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비슷하게 출제하여 총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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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임의적으로 세 문제를 선택하게 한다(즉각적 말하기).

3. 연구 절차
두 집단은 2년간의 영어회화 I-IV의 과목을 수강했다. 집단 A는 2년간 Oxford 출판사의
American Headway I-II를 동일 원어민 교수의 대화식 회화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집단 B는 1년은
American Headway I 교재로 집단 A의 원어민 교수 강의를 수강했으며, 2학년 과정의 영어회화III,
IV는 한국인 교수의 말하기 식 회화수업을 OPIc 수험준비교재를 활용하여 만든 유인물로 회화수업
을 수강했다. 두 집단은 10분간의 차이로 어학실에서 OPIc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 직접평가의 일
방향 과업 2개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했다. 다음의 두 과제는 주제 면에서 두 집단 공통적으로 익숙했
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상생활에 관한 말하기 과제로 선정했다. 두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ith your family or friends? Tell me about your last
weekend in detail as much as possible.
(2) Have you ever made a plan but you were not able to make it? Tell me what the plan
was and why were you not able to do it?
먼저, 학생들은 자신의 대답을 녹음하기위해 MP3를 소지하였으며, MP3가 없는 학생은 연구자의
MP3로 녹음하였다. 질문은 칠판에 쓰고, 연구자가 직접 읽어주었다. 연구자의 질문이 끝나면, 집단
A의 실험참가자들은 분리되어있는 어학실 각자의 책상에서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자신의 대답을 녹음
했다. 시간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 6분에서 7분에 걸쳐 참가자들이 대답을 마쳤다. 연구자는 집
단 A의 MP3를 수거했다. 집단 B는 집단 A가 끝난 후 바로 어학실에 들어와 집단 A와 같은 절차로
인터뷰에 응했고, 대답을 끝마친 참가자들은 자신의 MP3를 연구자에게 제출했다. 연구자는 MP3의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대답을 모두 전사하였다.

4. 자료 분석
실험 참가자들의 영어숙련도를 비교하기위해 신동일(2008)의 12가지 말하기 전략을 수정한 9가지
를 이야기과업 구성요소로 채택하여 이를 명시적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이야기 과업 샘
플은 다음의 질문을 통해 각각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분법적 판정을 하였다. 구성요
소의 명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AS-Unit의 양: 의사전달의 기본은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많은 정보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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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발화의 양을 확보하기위한 기준으로 발화단위(AS-Unit)의 양을 이야기 구성요소로 선택했
다. T-Unit이 문어체나 구어체 연구 자료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Foster,
Tonkyn, & Wigglesworth, 2000), 본 연구에서는 발화의 특성상 수정된 발화단위 분석도구
인 AS-Unit을 사용하여 발화단위 양을 측정하였다. AS-Unit은 발화자의 단 한 번의 발화로
단문, 종속절, 혹은 복문 발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Foster 외, 2000).
(2) 구조완성(사건진행/배경설명/감동적 마무리): 이야기 구조의 완성 즉, 도입부, 확장부, 종결부
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신동일(2008)의 구성전략 요소인 사건진행, 배경설명, 감동적 마무
리는 이야기 구조의 완성을 위한 종속적이고, 반복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선택적 요소로 포함
시켰다.
(3) 인물묘사: 이야기 구성 상 인물묘사는 청자의 이야기 몰입 및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중요
한 전략이므로 등장인물에 대한 신분, 나이, 외모, 성격 등에 관한 정보의 유무는 중요한 이야
기 구성요소다.
(4) 말하기 의도 명시: 줄거리 전달이외에 목표지향성이 분명한 이야기의 구성은 EFL학습자의 언
어적 제한으로 인한 적은 발화양의 약점을 보완시킬 수 있다.
(5) 시간순서: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시키는 구성요소는 청자의 이해 및 사건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6) 원인과 결과(갈등노출): 이야기 속의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배경설명과 인과관계
에 대한 정보로 청자와의 설득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 구성요소
다. 신동일(2008)의 갈등노출전략은 원인의 배경설명에 중복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선택적
요소로 포함시켰다.
(7) 활동묘사: 줄거리 서술의 중요한 요소로 활동 동사를 이용한 이야기 구성은 속도감 있고, 이야
기의 이미지화를 강화시켜 의사소통의 실제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 요소다.
(8) 감정표현: 발화의 감정이입은 청자의 이야기 집중을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 현장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발화자의 감정노출 요소는 이야기 구성요소로 중요하다.
(9) 행동반응: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행동과 반응의 결속력은 사건의 결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야기 구성요소다.
위의 9가지 이야기 구성요소를 연구 참가자들의 샘플 분석의 명시적 기준으로 삼았고, AS-Unit
의 양을 제외한 8가지 기준은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구성요소의 유무 여부로 샘플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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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두 집단의 말하기 과업에 대한 발화의 양
두 집단의 두 가지 이야기 과업에 대한 발화의 양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집단 A의 과제
1 발화의 평균은 4.2이고, 집단 B의 과제 1 발화의 평균은 11.9로 집단 B의 발화의 양이 집단 A보다
약 2.5배 이상의 발화를 했다. 과제 2에 대한 집단 A의 발화양은 5.9이고 집단 B는 10.5로 과제 2에
서도 집단 B가 집단 A보다 발화의 양이 약 2배 정도 많았다. 전반적으로 집단 B가 집단 A보다 약
2배 정도 전체과제에 대해 발화를 더 많이 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22.5 > 10.1).
<표 1> 두 집단의 말하기 과업의 발화의 양

과 제
과제 1
과제 2
전 체

집단 A(40명)
AS-Unit
168
239
407

평 균
4.2
5.9
10.1

과 제
과제 1
과제 2
전 체

집단 B(39명)
AS-Unit
467
413
880

평 균
11.9
10.5
22.5

집단 A의 과제 1에 대한 샘플 중 AS-Unit 6로 채점된 채점자 4의 발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1-4) I did playing with friends. Her name is Kim Ji-Eun. We are drinking alcohol. We

drank. We..oh, we did meeting. He..they are from Kyunghee University.
위 발화자는 주말에 한 일 중 한 가지 에피소드의 줄거리만 간단히 말했을 뿐, 적은 양의 발화 때
문에 친구에 대한 자세한 인물묘사, 왜 술을 마셨는지, 무슨 일로 친구를 만났는지, 미팅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미팅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하기 정보가 부족했으며, 자신
의 지난 주말에 대한 평을 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끝내고 있어서, 청자에게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말활동에 대한 의사전달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집단 B의 과제 1에 대한 AS-Unit 11로 채점된 채점자 14 샘플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1-14) Last Saturday morning I caught on some sleep until 9 am. And I went for academy

near my house. I prepared class and asked in the afternoon. I went to cram school for
transferring university. I spent my time in the cram school studying reading comprehension
and memorize vocabularies. After I came back home I went to bed. I watched magic game
called ...on internet. And Sunday morning I took a rest watching NBA basketball. I had
same routine. Most of time I study English. Recently the exam schedule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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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화자는 자신의 주말활동을 비교적 상세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집단 A의 발화
자와는 달리 편입학원 다니는 이유와 일상적인 편입준비생의 주말생활을 묘사했고, 자신의 주말생활
의 평가를 또한 덧붙이고 있다. 상세한 공부내용과 자신의 여가 생활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전달하고
있어서, 청자는 위 발화자의 주말생활을 듣고, 영어 공부하는 편입준비생으로 농구를 좋아하고, 인터
넷도 자주 이용하면서, 반복적인 주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단 A의 발화양보다
2배 정도 많은 점으로 인하여 발화자는 충분히 자신의 주말생활에 대한 의사소통을 집단 A의 발화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제 2 에 대하여 집단A의 평균적 발화의 양은 5.9로서 채점자17 샘플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A-2-17) I planned to Taekwondo master. But I'm hurt in my arms, heart. I want

Taekwondo master. But I'm ready to join the counselor cooperation. I helped that. I was
going to many counseling programs.
과제 2의 질문은 과거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있다면 그 계획과 실패한 원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라는 과제다. 위 발화자는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고, 다음 계획으로, 아마도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제한
된 발화의 양으로 청자는 왜 참가자는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었는지, 부상당한 경위는, 그 결과로
태권도 사범에 대한 계획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명시, 왜 상담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위 발화의 경우 청자는 위 질문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질문 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과제 2에 대한 평균적 발화를 한 집단 B 샘플 중 채점자 14의 샘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2-14)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was selected as athlete player. I was practiced

to improve my jumping skill. I wanted to win the first prize in the race. I practiced a lot.
But I had trouble in my muscle. I suffered from muscle pain. I overexcercised training.
I couldn't help giving up the participating the contest. I was replaced by another player.
During the contest I was so disappointed. I felt bad.
위 발화자는 중학교 시절 학교 체육대회에 대표선수로 우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습도중
근육부상으로 포기하여 무척 실망했던 에피소드를 상세히 묘사했다. A-2-17샘플의 줄거리와 마찬
가지로 부상당해 운동선수로서의 우승계획을 포기해야했던 내용이지만, A-2-17의 단순한 줄거리
위주의 5-6문장 서술과는 달리, 배경설명, 당시의 연습과정, 부상경위, 발화자의 감정표현으로 청자
는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또한, 반복적인 활동 동사의 활용으로 에피소드를 더욱 더 이야기로 만들
었다. 따라서 집단 B의 발화는 집단 A의 발화 예보다 더 많은 발화양의 확보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과거 실패했던 계획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달할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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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집단 B 발화양이 집단 A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보다 많은 발화양의 확보로 각각의 이
야기 과업에 대한 의사전달은 집단 A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본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전제조건은 우선 많은 발화의 양 확보가 기본이다(신동일, 2008). 물론 많은 양의 두서없는 발화내용
의 조합이 반드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한 발
화는 자연적으로 많은 양을 수반 할 수 밖 에 없다. 집단 B의 영어회화교수법은 학습자들이 일 방향
말하기 과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과업에 필요한 이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연습을 했고,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주제를 활용한 과업활동을 동반했다. 반면, 집단 A의 영어회화교수방법은 대화식으로 같
은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이지만, 짧은 문장위주의 질문과 대답으로 과업활동을 하였다. 두 집단
의 발화양의 차이는 일 방향 말하기 과업에서 필요한 이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학습과 그에 따른 연습
의 결과로 추정되며, 자세한 두 집단 간의 말하기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 두 집단의 말하기 과업에 나타난 이야기 구성요소
두 집단의 말하기 과업별로 분석한 이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과업 별
두 집단의 이야기 구성요소 포함여부를 살펴보면, 과제 1에서 집단 B가 집단 A보다 모든 이야기 구
성요소에서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완성(15%>0%), 인물묘사(17%>0%), 말하기 의도명
시(25%>2%), 시간순서(89%>37%), 원인과 결과(66%>20%), 감정표현(43%>20%), 활동묘사
(89%>55%), 행동과 반응(5%>2%). 과제 2에서도 집단 B가 집단 A보다 ‘행동과 반응’의 요소에서의
유사한 포함사항(15% vs. 17%)만 제외하고는 더 많은 구성요소를 발화에 포함시켰다: 구조완성
(66%>5%), 인물묘사(10%>2%), 말하기 의도명시(38%>2%), 시간순서(66%>2%), 원인과 결과
(97%>65%), 감정표현(74%>15%), 활동묘사(71%>22%).
<표 2> 두 집단의 말하기 과업에 나타난 이야기 구성요소

집단A(40명)
구성요소
구조완성
인물묘사
말하기의도명시
시간순서
원인과 결과
감정표현
활동묘사
행동과 반응
평균

과제1
발화자수(%)
0( 0)
0( 0)
1( 2)
15(37)
8(20)
8(20)
22(55)
0( 0)
16%

과제2
발화자수(%)
2( 5)
1( 2)
1( 2)
1( 2)
26(65)
6(15)
9(22)
7(17)
16%

집단B(39명)
과제1
발화자수(%)
6(15)
7(17)
10(25)
35(89)
26(66)
17(43)
35(89)
2( 5)
43%

과제2
발화자수(%)
26(66)
4(10)
15(38)
26(66)
38(97)
29(74)
28(71)
6(1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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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 A에서의 말하기과업 이야기 구성요소 유형
과업 1에서 이야기 구성요소 중 활동묘사는 발화자 전체 반 이상(55%)이 포함시켰다. 이는 과업의
내용이 주말활동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줄거리 위주로 활동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간순서에 따른 발화도 발화자 1/3이상(37%)이 답했으며, 이 또한 주말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동반
되는 과제의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발화자들의 인지적인 능력이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해본
다. 그 외 구조완성(0%), 인물묘사(0%), 원인과 결과(20%), 감정표현(20%), 행동과 반응(0%)요소의
발화는 미미했다. 채점자 6 샘플의 예는 다음과 같다:
(A-1-6) Last weekend I met my girlfriend in Kangnam. We ate some food and go to

theater watch movies. In Sunday, I went to church. And I have a worship and great
Sunday afternoon. My family oh...
위 발화는 시간순서를 나타내는 “Last weekend”, “In Sunday”, 와 “Sunday afternoon”을 이용
하여 발화를 시간적 순서로 하려고 노력했으며, 활동 동사들 “met”, “ate”, “go”, “watch”, 와
“went”를 사용하여 주말활동을 줄거리 식으로 전달했다. 또한 감정적 표현인 “great Sunday

afternoon”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말생활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도입부에 해당된 주말활동
에 대한 요약이나, 배경설명이 없고, 여자 친구에 대한 인물묘사나, 종반부에 해당된 주말활동의 마
무리에 대한 언급과 마지막 문장의 미완성, 또한 왜 주말이 즐거웠는지에 대한 이유와 여자 친구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필연적으로 청자의 추가질문이 예상되는 발화를 하였다.
과제 2에 대한 집단 A의 이야기 구성요소는 ‘원인과 결과’에서 발화자 전체 2/3정도(65%)가 포함
시켰다. 질문의 내용이 과거 실패한 계획과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기에, 집단 A의
발화자들은 실패한 계획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언급했을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활동 동사들의
나열(활동묘사 22%)은 자연스런 발화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요소인 구조완성(5%), 인물묘
사(2%), 말하기 의도명시(2%), 시간순서(2%), 감정표현(15%), 행동과 반응(17%)에 대한 발화는 미미
했다. 채점자 8 샘플의 예는 다음과 같다:
(A-2-8) First my plan was going to enter the university. But I couldn't. That time I

couldn't study. I had a problem. I'll transfer another university which located in Seoul.
위 발화는 4년제 대학교 입학이 계획이었는데, 무슨 문제로 공부할 수 없어서 실패했고, 앞으로
서울 소재 대학편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간단한 줄거리위주의 발화로 구성됐다. 시간순서에 대한 언
급 “first”나 “I'll”이 있고, 구조완성의 종결부인 미래 계획의 언급은 있으나, 도입부 요소인 배경설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자료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숙련도 향상에 관한 연구 / 고 미 숙 37

명, 자신의 4년제 대학입학의 계획, 확장부에 해당된, 계획 실패의 원인, 구체적 문제의 언급, 편입
이유나, 등장인물의 감정표현, 행동과 반응, 더 구체적인 활동묘사들이 부족하다.

나. 집단 B에서의 말하기과업 이야기 구성요소 유형
집단 B의 과업 1을 살펴보면, 집단 A의 이야기 구성요소에서 주로 포함시킨 영역인 ‘시간순서’, ‘활
동묘사’, ‘원인과 결과’와 ‘감정표현’에 발화를 주로 많이 했지만, 발화자의 수는 확연히 집단 B에서
많았다(89%, 89%, 66%, 49%). 이는 집단 전체의 반 이상이 모두 위 구성요소에 대한 언급을 했으
며, 이는 집단 A의 1/3정도의 발화자의 수와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집단 A에서 전혀 발화가 없었
던, ‘구조완성’, ‘인물묘사’, ‘말하기 의도명시’와 ‘행동과 반응’요소에서도 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집단 A와 차이를 보인다. 채점자 5의 샘플은 다음과 같다:
(B-1-5) Last weekend it was awful to me. I was very sick since I had high fever. It was

from morning. When I checked my fever it was 40 degree. And pain was lasting to
yesterday. Since of the high fever I went to Kangnam hospital. There the doctor said
maybe you had HINI. But after check my blood my thought they changed their first
thought. They just give me headache pill. And it was not work well. My high fever worked
again in the time. I checked again my fever by thermometer. The thermometer showed me
40 degrees. I went to hospital again and going to E.R. And the doctor came to me for
check. He get out and take out some blood from about 4 bottles. I checked CT test. I laid
back on the bed. After 2 hours they told me they couldn't find anything wrong. It would
be OK and just go. They give me pills again but if it occurs again. They recommend I
should go to some other departments in a hospital. The department will deal with about
my nervousness. I go back to my home and take some rest. But fever occurred again. It
was too late. I have to in my home. Fortunately, I was OK after. I was so nervous and
sick last weekend.
위 발화로 청자는 지난주에 발화자가 겪은 에피소드를 쉽게 이미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적
인 활동 동사 “checked”, “went”, “came”, “give back”, “occurred”, “get out”, “take out”, “laid

back”, “recommend”, 와 “said” 등의 사용으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행동과 반응’의
구성요소가 두드러졌다. “the doctor came to me...and get out and take out...checked”와 “...

go back and take a rest”, 와 “the doctor said maybe you had HINI...but...changed their
decision...”과 같은 발화는 청자가 특정 행동에 대한 반응을 유추하지 않고 정확히 발화자가 전해주
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주말활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구조완성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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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입부의 지난 주말에 대한 평가요약을 했고 “last weekend it was awful to me”, 종결부에
해당된 “I was so nervous and sick last weekend”로 다시 한 번 도입부를 반복하면서 마무리 했다.
또한 말하기의 의도적 명시인 왜 자신의 주말이 끔찍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전개시켰다.
과제 2의 집단 B에서의 이야기 구성요소 유형 특색을 살펴보면, 집단 A 과제 2에서의 이야기구성
요소 영역의 순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나(원인과 결과, 감정표현, 활동묘사), 발화자의 수는 압도적
으로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구조완성’, ‘인물묘사’, ‘말하기 의도명시’의 구성요소를 집단 A의 발
화자들은 거의 하지 못했는데(구조완성 2명, 인물묘사 1명, 말하기 의도명시 1명), 집단 B에서는 대
체적으로 포함시켰다(구조완성 26명, 인물묘사 4명, 말하기 의도명시 15명). 채점자 1의 샘플의 예는
다음과 같다:
(B-2-1) Last summer I planned to go to Busan with my friends. I hoped to enjoy time.

But I had been sick so I couldn't go there. Except me my friends go to there. I really want
to enjoy of the time there. Because for a long time I didn't go to vacation in summer. But
I couldn't get up on foot. So I felt much headache. My voice was not speakable. I couldn't
speak to conversation with others. Last summer was the last chance for me to enjoy
vacation. Because next year I have to get a job or prepare for national test for police
officer. So I was so disappointed.
위 발화는 원래 계획인 부산으로의 여름휴가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이
유를 상세한 서술로 묘사하여 구조완성을 이루고 있다. 발화자의 감정표현 “I was so disappointed”
의 마무리 문장과 원인과 결과에 해당된 “I had been so sick and couldn't go there”로 명시했고,
세부적인 이유를 추가함으로써 이야기의 결집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발화자 인물묘사의 일부분인
배경설명 “Because for a long time I didn't go to vacation in summer”을 포함시켜 발화자의 여
름휴가에 대한 열망을 청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구성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방향 말하기 과업으로 구성된 OPIc 수험교재를 활용한 이야기 식 영어회화 학습의
효과를 대화식 영어회화 교수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일 방향 말하기 과업위주의 학습은 이야기 구성
에 필요한 중요 요소의 전략을 명시적으로 교수함으로써 발화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그 학습결
과를 전략이 명시적으로 소개되지 않고, 문장 단위의 발화와 추가적인 질문으로 반복되는 종래의 대
화식 영어회화 수업참가 발화자들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자료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숙련도 향상에 관한 연구 / 고 미 숙 39

저, 어느 집단에서 발화의 양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로, 일 방향 말하기 과업위주로
말하기 전략을 학습한 집단 B에서 집단 A보다 약 2배 이상 발화가 많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 발
화의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집단 A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구조완성과 말하기 의도
명시의 요소가 집단 B에서 어느 정도 발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간순서, 원인과결과, 감정표현, 활
동묘사의 요소들은 두 집단 공통적으로 비교적 발화자의 순위가 비슷했지만, 발화자의 수 적인 면에
서는 집단 B가 월등히 많았다. 행동과 반응의 요소에서는 양 집단 간 발화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행동과 반응의 요소가 중급과 상급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는 신동일(2006)의 주장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 연구의 결과들은 신동일(2006, 2008)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유형은 주로 일 방향의 의사소통이고, 현재 강조되는 말하기 평가과업들 또한 반 직접 인터뷰 형식인
혼자말하기이며, 무엇보다도, 어휘나 간단한 문장의 나열을 할 수 있는 초급-상 혹은 중급-하 수준
소지의 학습자들의 말하기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에 대한 노력보다는 말하기 내용 자체
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초급-상 이상의 영어숙련도를 가진 학습자
들이 말하기 기술의 기본인 많은 발화 량과 내용중심의 이야기를 위한 연습을 해야 현재 학습자의
영어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화의 주제는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긴 호흡’의 시작과 끝이 갖춰진 대
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이야기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위에서 제안 된 주장들은 본
연구의 실험적 증거로 뒷받침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소개된 말하기 식 영어회
화 수업의 두 가지 특징인 말하기 과업의 주제, 즉 학습자 개인 맞춤형인 일상생활이나 과거 경험에
대한 과업들 중심과 교수의 말하기 전략 소개 및 학습의 두 가지는 한국의 영어교육현장에서 영어의
활용성을 보다 더 진정성 있게 해주고, 현실성을 높여 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참가자들의 영
어숙련도를 직접 평가하지 않고, 두 집단 발화의 양태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숙련도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 개인 별 ACTFL의 OPIc과 같은 객관적인 영어숙련도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하여, 두 집단 숙련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 물론, 이는 본 연구의 과업의 수가 2개였다는 점과, 숙련도 평가 전문가 섭외 어려움, 또한 공
식기관을 통한 숙련도 평가 비용의 문제점으로 공식기관을 통한 사전, 사후 숙련도 평가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점을 내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사전,
사후 객관적인 영어숙련도 평가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 실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
에서 보여준 말하기 과업에 나타난 구성요소의 유형분석에서, 구성요소의 포함여부를 백분율로 나타
내어,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성요소 간 통계적인 유의미
한 차이를 집단 별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숙련도 차이에 따른 이야기 구성요소의 차이점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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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with OPIc: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Story
Ko, Mi-Sook (professor, Dept. of English Language, Seoi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wo teaching methods for improving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for
EFL adult learners. The learners ranged from novice-high or intermediate-low levels. Contrary
to traditional research trends on conversation skills and language control such as vocabulary,
intonation, phrasal expressions and grammar in the field of speak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peaking skills which focused on the contents of a story and a one-way speaking
task on speaking proficiency. There were two groups for this study: Group A as a control
group focused on traditional conversation skills with a popular English conversation textbook
published by Oxford, whereas Group B focused on speaking skills with learning speaking
strategies and practicing one-way speaking tasks mostly used in OPIc speaking tests. Upon
comparing the two group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which teaching method would be
helpful for EFL adult learners for each group (novice-high or intermediate-low proficiency)
tohelp

improve their English speaking proficiencies. The participants were 79 sophomore

college students who had taken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for more than two semesters and
had taken a semi-directed interview asking about their daily life and past experiences. The
researcher transcribed the participants' speeches and compared the speech amount and contents
of the stor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Group B spoke
approximately twice as much as Group A. In addition, Group B showed qualitatively different
speeches from Group A; the participants in Group B included more content elements useful for
storytelling in their speeches than those in Group A. Accordingly, it could be concluded that
teaching speaking skills focusing on storytelling strategies and individual one-way speaking
practice about daily life and past experiences are effective for EFL adult learners who can
arrange simple vocabularies, phrasal expressions or sentences in their English communication.
Key words: English speaking, storytelling, one-way speaking, speaking strategy, 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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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Q. Have you ever been in a situation in which you to take a class but faced some difficulties?
Tell me what happened. How did you resolve the problem?
Strategies:
1. Give som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yourself like what school you go to, what major
you study, and what courses you are interested in.
2. Tell the courses you have taken and you wanted to take in the college.
3. Describe what problems you faced in signing up this semester including the reasons and
the specific situation you couldn't handle with and how you feel about the situation
4. Describe how to solve the problem.
5. Describe the results of the happening.
6. Evaluate about the episode personally including expressing your feelings.
Vocabularies & Expressions:
sign up for or register f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structor or professo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 fully booke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ut one's name on the waiting lis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et i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op a cla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re was an opening: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very course requires at least 20 students to sign up in my depar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course is (almost) closed for not reaching the minimum stud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y loa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signme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want to sign up for an English conversation cla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 the girls wanted to take his class because he was not only very friend but also very sinc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fortunately, as soon as registration began, his class was fully book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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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tudents had dropped the course and there was an open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mple Response:
I wanted to sign up for an English conversation class last semester. The class I was interested
in was the one taught by a very handsome instructor from Canada. All the girls wanted to
take his class because he was not only very friendly but also very sincere. Unfortunately, as
soon as registration began, his class was fully booked. I was too late and wasn't able to sign
up for his class, so I put my name on the waiting list. Luckily, three days later I got a phone
call from the school telling me that I could get in. Some students had dropped the course
and there was an opening. I felt so lucky.
Practice A:
1.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yourself(like what year , major, interesting courses)
--------------------------------------------------------------------------------------------------------------------------------------------2. The courses you have taken and you intended to take:
--------------------------------------------------------------------------------------------------------------------------------------------3. The reasons why you wanted to take the courses and problems you faced:
--------------------------------------------------------------------------------------------------------------------------------------------4. The reason why you faced the problem and the feeling which you got from the situation:
--------------------------------------------------------------------------------------------------------------------------------------------5. How you resolve the problem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expressing your feelings:
--------------------------------------------------------------------------------------------------------------------------------------------6. Overall evaluation about the epis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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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B:
Have you ever been in a situation in which you to take a class but faced some difficulties?
Tell me what happened. How did you resolve the proble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