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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조직자 유형 및 작동기억이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G
시 K여고 2학년 1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처치 전에 작동기억 검사를 실시하였고, 세 집단으
로 나눠 서로 다른 선행조직자(그림, 핵심어구, 개념도)를 제공하는 학습을 실시했다. 듣기 학습과제
는 언어정보 유형과 원리․법칙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과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기 학업성취가
높았다. 둘째, 언어정보 듣기 과제에서 작동기억 상․하 집단 간 듣기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원리․법칙 듣기 과제에서 작동기억 상․하 집단 간 듣기 학업성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언어정보 듣기 과제에서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 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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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제한된 듣기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듣기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영어 듣기
교수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듣기 학습의 결과를 증진시키고 유의미한 듣기 학습이 되기 위한 교수방법을 살펴보면 듣기
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많다. 비디오를 매체로 한 초등영어 듣기학습에
서 등장인물, 줄거리, 중요어휘, 표현 등이 포함된 사전개요를 제시받은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듣기 이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연, 2000). 손성규(2004)는 문법과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킨 듣기 교육이 영어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목지영
(2004)의 연구에서는 스키마의 제시가 듣기 이해과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듣기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지식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Markham과 Latham(1987)은 종교와 과학적 배경지식을 먼저 제시했을 때, 듣기 이해가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지영(1997)의 연구에서도 수업초기에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면 듣기
이해과제에서 더 높은 성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전개요, 배경지식, 내
용 스키마 형태의 선행조직자를 영어 듣기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듣기 이해에 효과적인 듣기 전 활동들이 제시되고, 각각의 효과들이
검증되었지만, 어떤 형태의 선행조직자가 더욱 효과적인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듣기 이해에 효과적인 시각자료인 학습 만화 형식의 그림, 언어의 구조적
지식인 어휘 및 표현이 포함된 핵심 어구,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과 자세한 개념이 포함된 개념
도를 선행조직자로 제시하여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선행조직자의 효과를 검토할 때, 학습자의 인지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영어 듣기 교수방법의 효과가 학습자의 인지요인에 의
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derson(1995)은 듣기 이해과정을 지각단계(perceptual phase), 분석단
계(parsing phase), 활용단계(utilization phase)로 구분하고 있다. 지각단계에서는 청자가 구두 텍스트
에 집중하여 청취한 내용을 단기 기억 에 저장한다. 두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청자의 언어적 지
식, 주제에 대한 일반 지식,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활용단
계에서는 들은 내용을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과 관련시켜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처럼 듣기 이
해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정보처리이론이나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과정 이론, 또는 스키마 이
론 등에 따르면, 듣기 활동은 청자가 물리적으로 지각한 소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인지적, 정의
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미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듣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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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습자의 단기기억(이하에서는 단기기억이라는 개념보다는 작동기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관여하기 때문에 듣기 학습에 효과적인 선행조직자를 개발하기 위해 개인의 작동기억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작동기억 수준에 따라 선행조직자의 듣기 성
취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듣기 학습에서 선행조직자 유형에 따라 듣기 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어 듣기 학습에서 작동기억 수준에 따라 듣기 성취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어 듣기 학습에서 선행조직자 유형과 작동기억이 듣기 성취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가?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영어 듣기학습과 선행조직자
영어 듣기학습은 영어말하기 능력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영어교육에서 강조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영어 듣기 성취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여러 연구에서 학습과제와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듣기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관련된 지식이 학습자의 장기기억고에 없을 때에
는 관련된 사례, 정보, 지식 등을 학습 전에 제공함으로써 이것이 차후 학습의 정착 아이디어
(anchoring ideas)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Ausubel, 1968). 이처럼 새
로운 학습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정착 아이디어로서의 선행조직자는 주로 언어적인 것으
로 제시되었으나, Bransford와 Johnson(1972)은 그림과 같은 회화적 선행조직자도 언어적 선행조직
자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지적하였다. Langan-Fox, Waycott와 Albert(2000)는 선행조직
자 유형을 선형적 선행조직자(linear advance organizer)와 그래픽 선행조직자(graphic advance organizer)
로 분류하였다. 선형적 선행조직자는 텍스트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형태
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계적인 구조 때문에 직선적인 정보흐름이 빨리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그래픽 선행조직자는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학습
할 단어의 공간적 배치에 기반하고 있는 구성으로, 개념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학습에 효과적이
다(Robinson & Kiewra, 1995).
Mueller(1998)에 의하면 그림을 제시하지 않는 통제집단과 듣기 전과 후에 그림을 제시하는 실
험 집단 중 듣기 전에 그림을 제공받은 학습자들의 이해가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Diptoadi(1991)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외국어 읽기 이해성취도에 있어 읽기 전 전략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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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그가 제시한 읽기 전 전략 두 가지는 모국어의 뜻풀이가 되어 있는 핵심 단어 목록
과 모국어로 되어 있는 에세이 형태의 선행조직자였다. 연구결과, 선행조직자 처치집단이 핵심
단어 집단에 비해 읽기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Alessi와 Dwyer(2008)는 스페인어 학습자에게 스페
인어로 되어 있는 신문을 읽기 전에 또는 읽는 중에 어휘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읽기 전에 어휘를 제공하는 것보다 읽기 중에 어휘를 제공했을 때, 학습자가 더욱 유의미
한 읽기 성취를 보였다.
영어 교과 자료를 학습할 때, 개념도를 선행조직자로 제시하는 것도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석창미, 2005). 개념도란 개념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
이다. 개념도는 학습자가 더욱 일반적이고 포괄적,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에 하위 개념들을 연결
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게하고, 따라서 유의미 학습을 가능케 한다(Novak & Gowin, 1984). 개념
도 그리기는 학생들이 과학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념의 적용과 종합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또한 향상시킨다(Ling & Boo,
2007). 학생들은 텍스트로 배울 때보다 개념도를 통해 더 많은 중심 아이디어들을 기억한다. 또
한 개념도를 사용한 학생들은 동료들과 상호작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한다(O’Donnell,
Dansereau, & Hall, 2002). 이처럼 개념도는 선행조직자로서 효율적인 교수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념도 활용이 영어 듣기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자료인 학습 만화 형
식의 그림, 언어의 구조적 지식인 어휘 및 표현이 포함된 핵심 어구,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과
자세한 개념이 포함된 개념도를 선행조직자로 제시했을 때의 영어 듣기 학업성취 차이를 검토
했다.
Gagne, Briggs와 Waer(1992)는 학습의 결과를 지적 능력, 언어정보,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로
분류한다. 영어 듣기 학습과제는 주로 지적능력과 언어정보와 관련이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학습에 모든 선행조직자가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를 검토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
에서는 사실적 정보들이 나열되는 언어정보 유형의 듣기 과제에서는 그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선행조직자가 듣기 학업성취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 만
화는 각각의 사실이 컷 단위로 보이며, 개념도에서는 나열되는 사실적 정보들이 개념 단위의 내
용어로 제시된다. 또 다른 선행조직자로 사용한 핵심 어구에서는 사실의 단위보다는 더 작은 어
휘나 표현, 또는 언어지식에 도움이 되는 어구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언어정보 듣기 과제에서는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과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지적 능력의 하위 영역인 규칙학습은 개념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 관계를 적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들간의 관계가 잘 제시되면 학습 성취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개념이 잘 드러나고, 개념간의 관계까지 제시되는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그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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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영어 듣기 이해과정과 작동기억
영어 듣기 학습자의 인지적인 활동은 작동기억이론(Baddeley, 1986, 2001)을 토대로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작동기억은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언어적 작동기억(phonological loop), 시․공간적 작
동기억(visuo-spatial sketchpad), 그리고 이 두 가지 작동기억의 조정 기능을 하는 중앙집행장치 작
동기억(central executive)으로 구성되어 있다(Baddeley, 1986, Repovs & Baddeley, 2006). 작동기억이 듣
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었다. 리순아와 김회수
(2003)의 연구에서는 읽기 과제 자체가 언어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어적 정보처리와 관련
되는 언어적 작동기억이 과제 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즉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의 과제
성취가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인
지과정의 계획과 모니터링, 통제하기 등의 인지적 활동을 포함하는 메타인지적 규제와 그 기능
적 측면이 유사하기에 읽기 과제의 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작동기억 및
영어 사전지식 정도와 영어 읽기 부진과의 관계를 연구한 석창희(2004)의 연구에서도 작동기억
의 하위영역 각각이 영어 읽기성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언어학습 중 읽기 영역과
관련하여 작동기억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었으나, 영어 듣기 이해과정에 작동기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
성취에 작동기억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영어 듣기 활동은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언어정보를 받아들여, 청각정보를 분석하고 해석 및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 수준에 따라서 듣기 학업 성취도가 달
라질 수 있다(Baddeley, 2000).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유형에 상관없이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Meyer와 Rice(1983)의 연구에서 덜 조직화된 묘사(description)구조의 담화내용보다 잘 조직화된
비교(comparison)구조의 담화내용을 언어능력 평균집단이나 상집단 모두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
다. 도경수와 이은주(2006)의 연구에서 읽기 능력 정상 아동이나 읽기 능력 부진 아동 모두 청각
적 기억력 검사에서 서사적 텍스트보다 설명적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 조직화되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설명적 텍스트
의 성격을 지닌 원리․법칙 유형의 듣기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언어적 작동기억 상․하집단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양 집단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시․공
간적 특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원리․법칙 듣기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공간적 작동
기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영어듣기 학업성취의 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반면에 서사적 텍스트는 친숙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Graesser, Swamer, Bagg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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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며 문맥적 상황이나 시간적 순서와 같은 서사적 정보(Graesser, Singer, &
Trabasso, 1994)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서사적인 텍스트와 유사한 언어정보 듣기 과제에서는 언어
적 작동기억과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우수한 영어 듣기 학
업성취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 Sell, 1996)

3. 영어 듣기 성취도에 대한 선행조직자와 작동기억의 상호작용
에 의하면 맥락적인 시각자료(contextual visuals)가 학습자의 듣기 이해력을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맥락적 시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제공되는 언어적 단서들로부터 맥락을 쉽게 이끌어낼 수 능력이 학습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역으로 학습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듣기 학습과제에 관한 맥락을 제공하는 선행조직자가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선아와 김연순(2006)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핵심용어를 선행조직
자로 제공받았을 때 이해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정신모형을 형성
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론하면, 듣기과제가 학습자에게 텍
스트에 대한 상황모형 구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핵심용어 형태의 선행조직자보다는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행조직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듣기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상황모
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듣기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는 선행조직자가 필요하다. 석창미(2005)의 읽기 학습연구에
서 작동기억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개념도 형태의 선행조직자를 제시 했을 때, 학습자의 인지 과
부하를 줄여주어 학업 성취에 효과적이었다. O'Donnell 등(2002)도 개념도가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복잡한 과업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이 낮은 학습자나 사
전지식이 낮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열
되어 있는 서사적 성격의 언어정보 듣기 과제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듣기 입력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제시하는 그림 선행조직자가 제공되었을 때 맥락적 단서를 찾아내어 활용
할 것이기 때문에 영어 듣기 학업성취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언어적 작동기억이 낮
은 집단은 학습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언어정보들이 기술되어 있는 개념도 선행조직자를 제시
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언어정보 듣기 과제에서 시․공간적 작
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언어적 자료보다는 그림이나 개념도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로 선행조직자
를 제시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은 시각적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림이나 개념도보다는 핵심어구 선
행조직자를 제시했을 때 듣기 학업성취가 뛰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Muell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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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언어정보 과제에서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
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2. 언어정보 과제에서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3. 원리․법칙 과제에서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
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4. 원리․법칙 과제에서 개념도 선행조직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
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5. 언어정보 과제에서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
기 학업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6. 원리․법칙 과제에서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업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7. 언어정보 과제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
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8. 원리․법칙 과제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영어 듣기 학
업성취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9. 언어정보 과제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10. 원리․법칙 과제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영어 듣
기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1. 언어정보 과제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그림 선행조직자가 제시되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고, 언어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은 개념도 선행조직자가
제시되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언어정보 과제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그림 또는 개념도 선행조직
자가 제시되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고,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은
핵심어구 선행조직자가 제시되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 K여자고등학교 2학년 102명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인문계 여자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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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집단별 피험자 수
실험 집단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
전체

인원
34
32
36
102

학교 재학생으로 특별한 학습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고등학생들이었다. 실험집단은 선행조직자
유형별로 무선 할당하였다.
2. 검사 도구
가. 작동기억 검사
Baddeley(1986)는 작동기억 모형에 따라 작동기억을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 언어적 작동기억,
시공간적 작동기억으로 구분하여 김회수, 염시창, Schllert(2001)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
다.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 검사의 Cronbach α계수는 .72이었다. 언어적 작동기억 검사는
Morra(200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를 한국학생에 맞게 웹 기반 검사의 용도로 재개발한
김연순(2003)의 검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62였다. 시공간적 작동기억
검사는 김회수, 염시창, Schllert(2002)이 Oberauer, Schulze, Wilhelm.와 Wittmann(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를 기초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59였다.
나. 사전 듣기 능력 검사
사전 듣기 능력 검사는 15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 2회 중등학생들의 영어듣
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검사 도구로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학년 당 20문항이며 의
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다. 사후 듣기 학업 성취도 검사
사후 듣기 학업 성취도 검사는 과제 1과 과제 2에 관한 것으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후 고
등학교 영어과 교사 2인이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사후 듣기 학업성취도 검
사도구의 문항유형은 진위형, 선다형을 포함하며 과제 1은 30문항, 과제 2는 25문항으로 구성된
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과제 1의 경우 .71, 과제 2의 경우는 .70이었다.
- 194 -

선행조직자 유형 및 작동기억이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라. 듣기과제
실험에 사용된 듣기 과제1은 언어정보 유형이고, 과제2는 원리․법칙 유형이다. 이름, 지역명
등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고등학생 필수 단어 내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또
한 과제 유형의 성격만 다르게 하고, 다른 수준은 동일하게 하고자 두 과제의 단어수와 재생시
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과제1인 “All about the umbrella”는 우산에 관한 텍스트로 우
산의 역사, 우산의 의미, 우산의 재료, 우산의 상징적 의미, 우산을 사용했던 사람 등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수는 359개이고, 재생시간은 2분 27초이다. 과제2인 “Green iguana”는 이
구아나에 관한 텍스트로 이구아나의 서식지, 이구아나의 색깔, 생김새, 먹이, 특징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단어 수는 332개이고, 재생시간은 2분 13초이다.
3. 선행조직자
선행조직자 유형은 세 가지로 그림 선행조직자,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개념도 선행조직자이었
다. 그림 선행조직자는 듣기 과제와 개념도 선행조직자를 바탕으로 학습 만화 전문가가 제작하
였다. 그림 선행조직자에서는 언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인 효과만으로도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은 7컷, 과제 2 원리․법칙 유형은
9컷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과제1의 그림 선행조직자

[그림 2] 과제2의 그림 선행조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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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제2의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그림 3] 과제1의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핵심 어구 선행조직자는 듣기 과제의 중요 어휘 또는 표현이 제시된다. 각 선행조직자의 내용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념도 선행조직자와 그림 선행조직자에서 나타나는 어휘 이상이 제공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어휘와 표현을 포함하여 각 25개씩 제시되었다.
개념도 선행조직자는 교과전문가인 본 연구자가 듣기 과제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였다. 과제
1 언어정보 텍스트는 내용어 25개, 관계어 21개, 과제2 원리․법칙 텍스트는 내용어 30개, 관계
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과제1의 개념도 선행조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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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제2의 개념도 선행조직자

4.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이질 비교집단 사전사후검사 요인설계(언어정보 vs 원리법칙 x 그림선
행조직자 vs 핵심어구선행조직자 vs 개념도 선행조직자)이었다. 본 실험 한 달 전 작동기억에 관
한 검사를 컴퓨터실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영어 듣기가 가능하도록 각 교실의 인터넷 연
결을 확인하고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미리 점검한 후 실시되었다. 각 실험집단에 선
행조직자를 제시하고 약 5분간 자율학습하게 하였다. 그 후 선행조직자는 바로 수거하였다. 듣
기 과제1을 2분 27초 동안 듣고, 1분의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반복하여 들었다. 약 5분의 휴식
후 과제1에 관한 사후 듣기 학업성취도 검사를 지필 검사로 약 20분 동안 실시하였다. 듣기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듣기 도중 요약 필기는 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 날 듣기 과제2에 대한 실
험을 과제1과 동일한 절차로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의 듣기 성취도에 대한 효과
선행조직자 유형과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에 따라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
토하기 위해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핵심어구, 개념도 선행조직자를 각기 다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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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행조직자와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
선행조직자
집단
전체
유형
그림
핵심어구
개념도
중앙집행장치
교정 표준 교정 표준 교정 표준 교정 표준
작동기억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하집단 19.20 .85 14.63 1.09 19.72 .87 17.85 .54
과제 1 상집단 21.10 1.01 17.90 .84 20.27 .92 19.75 .53
전체
20.15
.66
16.27
.69
19.99
.63
18.80
.38
하집단 16.85 .69 14.51 .89 17.20 .70 16.19 .44
과제 2 상집단 18.12 .82 14.35 .68 18.62 .74 17.03 .43
전체
17.49
.53
14.43
.56
17.91
.51
16.60
.31

단에 제공하였고,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5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
다. 선행조직자 유형과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대한 기술 통계치
는 <표 2>와 같다.
과제 1에서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의 교정평균이 19.99(SD=.63)로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
의 교정평균 16.27(SD=.69) 보다 높았다. 또한 과제 2에서는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의 교정평균이
17.49(SD=.53),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의 교정평균이 17.91(SD=.51)로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
의 교정평균 14.43(SD=.56) 보다 높았다. 또한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의 교정평균이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에서 19.75(SD=.53), 낮은 집단의 교정평균 17.85(SD=.54)보다 높았다. 과제
2 원리․법칙 유형에서도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교정평균 17.03(SD=.43)으로 낮
은 집단의 교정평균 16.19(SD=.44)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제1과
과제 2에서 선행조직자 집단에 따라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그림 선행조직자 집단과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
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2는 긍정되었다. 또한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에서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 이는 가설 5가 지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 2에서는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
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6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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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행조직자와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의 차이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η
사후비교
사전듣기(공변인) 427.92 1 427.92 30.05 .000 .240
집단
301.07
2
150.54
10.57
.000
.182
그림, 개념도>
과제 1
CE상하
89.20
1
89.20
6.26
.014
.062
핵심어구
집단*CE상하
30.18
2
15.09
1.06
.351
.022
오차
1352.73
95
14.24
사전듣기(공변인) 347.82 1 347.82 37.24 .000 .282
집단
226.93
2
113.46
12.15
.000
.204
그림, 개념도>
과제 2
CE상하
17.36
1
17.36
1.86
.176
.019
핵심어구
집단*CE상하
11.99
2
6.00
.64
.529
.013
오차
887.26
95
9.34
2

*

*

*

*

p<.05

2. 언어적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에 대한 효과
선행조직자 유형과 언어적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4>와 같다.
과제 1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의 교정평균이 20.15(SD=.55), 낮은 집단의 교정평균
<표 4> 선행조직자와 언어적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의 교정평균과 표준오차
선행조직자
집단
전체
유형
그림
핵심어구
개념도
언어적
교정 표준 교정 표준 교정 표준 교정 표준
작동기억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하집단 18.74 .93 15.31 .84 19.47 .91 17.84 .52
과제 1 상집단 21.10 .88 18.92 1.08 20.43 .86 20.15 .55
전체
19.92
.64
17.12
.68
19.95
.62
19.00
.37
하집단 16.08 .75 14.40 .68 17.30 .73 15.93 .42
과제 2 상집단 18.53 .71 14.41 .87 18.37 .69 17.10 .44
전체
17.31
.52
14.41
.55
17.84
.50
16.5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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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았다. 과제2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교정평균 17.10(SD=.44)으
로 낮은 집단의 교정평균 15.93(SD=.42)보다 높았다. 한편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에서 언어적 작
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그림 선행조직자를 제시했을 때 교정평균 21.10(SD=.88)로 듣기 학업성취
가 높았고, 언어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은 개념도 선행조직자를 제시했을 때 교정평균 19.47(SD
=.91)로 듣기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원공분산분석 결과(<표 5> 참조), 과제1 언어정보 유형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업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9.34, p<.05). 따라서 가설 7
은 긍정되었다. 그러나 과제 2 원리․법칙 유형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3.72, p>.05). 즉, 가설 8이 지지되었다.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에서 언어적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
았다(F=1.05, p>.05). 따라서 가설 11은 부정되었다.
17.84(SD=.52)

구분

<표 5> 선행조직자와 언어적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의 차이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η
사전듣기(공변인) 487.91 1 487.91 35.24 .000 .271
집단
166.80
2
83.40
6.02
.003
.113
PL상하
129.24
1
129.24
9.34
.003
.089
집단*PL상하
28.96
2
14.48
1.05
.355
.022
오차
1465.15
95
13.84
사전듣기(공변인) 359.59 1 359.59 39.83 .000 .295
집단
216.32
2
108.16
11.98
.000
.201
PL상하
33.55
1
33.55
3.72
.057
.038
집단*PL상하
23.53
2
11.76
1.30
.277
.027
오차
857.70
95
9.03
2

*

과제 1

*

*

과제 2

사후비교
그림, 개념도>
핵심어구

그림, 개념도>
핵심어구

*

p<.05

3. 시․공간적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에 대한 효과
선행조직자 유형과 시․공간적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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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선행조직자와 시․공간적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의 교정평균과 표준오차
선행조직자
집단
전체
유형
그림
핵심어구
개념도
시공간적
교정 표준 교정 표준 교정 표준 교정 표준
작동기억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평균 오차
하집단 19.15 .83 16.25 .96 19.38 .80 18.26 .50
과제 1 상집단 21.48 1.11 17.11 .96 21.03 1.07 19.87 .60
전체
20.32
.69
16.68
.68
20.21
.67
19.07
.39
하집단 16.93 .66 14.40 .77 17.31 .64 16.21 .40
과제 2 상집단 18.19 .89 14.41 .76 18.85 .85 17.15 .48
전체
17.56
.55
14.41
.54
18.08
.53
16.68
.31

과제 1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의 교정평균이 19.87(SD=.60), 낮은 집단의 교정
평균 18.26(SD=.50)보다 높았다. 과제 2에서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교정평균 17.15(SD
=.48)로 낮은 집단의 교정평균 16.21(SD=.40)보다 높았다. 한편 과제 1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
이 높은 집단은 그림 선행조직자를 제시했을 때 교정평균 21.48(SD=1.11)로 듣기 학업성취가 높
았고, 언어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은 개념도 선행조직자를 제시했을 때 교정평균 19.38(SD=.80)
<표 7> 선행조직자와 시․공간적 작동기억에 따른 영어 듣기 성취도의 차이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η
비고
사전듣기(공변인) 390.46 1 390.461 26.60 .000 .219
집단
273.77
2
136.88
9.32
.000
.164
그림, 개념도>
과제 1
VP상하
62.60
1
62.60
4.26
.042
.043
핵심어구
집단*VP상하
8.33
2
4.17
.28
.754
.006
오차
1394.71
95
14.68
사전듣기(공변인) 341.44 1 341.44 36.58 .000 .278
집단
254.36
2
127.18
13.63
.000
.223
그림, 개념도>
과제 2
VP상하
21.20
1
21.20
2.27
.135
.023
핵심어구
집단*VP상하 10.64 2 5.32 .57 .567 .012
오차
886.64
95
9.33
2

*
*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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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듣기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원공분산분석 결과(<표 7> 참조),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어 듣기 학업 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4.26, p<.05). 따라서 가
설 9는 긍정되었다. 그러나 과제 2 원리․법칙 유형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의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간에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2.27, p>.05). 따라서 가설 10
도 긍정되었다. 과제 1 언어정보 유형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가설 12는 부정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어 듣기 학습에 있어서 선행조직자 유형과 학습자의 작동기억, 그리고 텍스트 유
형이 듣기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선행조직자 유형에 따라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언어정보 과제에서 그림과 개념도 선행조직자 집단이 핵심어구 선행조직자 집단보다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듣기 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그림과
개념도 선행조직자가 핵심어구 선행조직자보다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듣게 될 자료의 핵심 어휘와 표현을 관계의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것보다 언어
가 없이도 몇 개의 컷으로 듣게 될 자료의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 만화
형태의 그림이나 개념들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개념도를 선행조직자로 제시했을 때 학습자들의
듣기 이해력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개념도가 언어학습에 효과가 있다
는 O'Donnell 등(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작동기억에 따라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언어정
보 과제에서 작동기억 상․하 집단 간에는 듣기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가 있었다. 반면, 원
리․법칙 과제에서 작동기억 상․하 집단 간에는 듣기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가 없었다. 또
한 언어정보 과제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입력 정보를 더
잘 이미지화시켜 영어 듣기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Meyer와
Rice(1983)의 연구에서처럼, 언어적 능력에 상관없이 묘사 구조보다 더 잘 구조화되어 있는 비교
구조의 담화내용의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의 연결로
더 잘 구조화 되어 있는 원리․법칙 과제에서 중앙집행장치 작동기억 상․하 집단 간, 언어적
작동기억 상․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행조직자의 유형과 작동기억에 따라 영어 듣기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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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언어정보 과제에서 언어적 작동기억과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정평균 점수로 볼 때, 언어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그림 선행조
직자가 제시되었을 때, 언어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은 개념도 선행조직자가 제시되었을 때 영
어 듣기 학업성취가 가장 높았다. 이는 언어적 작동기억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구조도형이나 구
조도 설명형 하이퍼텍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김회수 등(2002)의 연
구, 작동기억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개념도의 선행조직자를 제시했을 때 학습자의 인지 과부하를
줄여주어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는 석창미(2005)의 연구, 맥락적 시각자료는 청자의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Mueller(1998)의 연구, 언어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나 사전지식이 낮은 학
생들에게 개념도가 가장 도움이 된다는 O'Donnell 등(2002)의 연구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정보 과제에서 시․공간적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교정평균 점수로 볼 때,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높은 집단은 그림과 개념도 선행조직자가 제시
되었을 때, 시․공간적 작동기억이 낮은 집단 또한 그림과 개념도 선행조직자가 제시되었을 때,
영어 듣기 학업성취가 가장 높았다. 이는 동등한 조건을 갖춘 다른 유형의 선행조직자를 구성한
다고 했지만 그림과 개념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텍스트의 상황과 흐름, 개념간의 관계
가 핵심어구 선행조직자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듣기 학업성취에는 그림과 개념도 선행조
직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작동기억과 선행조직자 유형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외국어 학습자에게 그림, 텍스트, 또는 시험 입력 정보 등과 같은
적절한 보조 자료는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동기를 불어넣어줄 수는 있지만, 학습자들의 영
어 능력으로 인해 듣기 이해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Chang, 2007)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 듣기 학습에서 만화형태의 그림조직자와 개념도 형태의 조직자가 학생
들의 작동기억에서의 정보처리를 도울 수 있는 선행조직자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
가 언어정보 유형의 듣기 학습과 원리나 법칙과 같은 지적 기능에 관한 듣기학습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해결력에 해당되는 지적기능 관련 듣기 학습과 인지전략이나 태도를 육성하
기 위한 듣기 학습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사용한 만화 형태의 선행조직자는 좀 더 세분화하여 만화의 어떤 특성이 선
행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는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념
도가 선행조직자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얻었고, 동시에
만화형태의 선행조직자가 마찬가지로 듣기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화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조직자 요소들을 통합하는 능력이 높았
고, 그 결과로 듣기 성취도가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만화가 동기유발을 촉진해서 선행조직자로
서의 효과가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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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ypes of Advance Organizer
and Working Memory fo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Ju-Ri Jeong (Gwangju Dongmyeong Middle School)
Hoisoo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ypes of advance organizer and working memory on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he subjects were one hundred twenty three 2nd grade students of girls' high school in G
city. Three different types of advance organizer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picture, words and phrases,
and concept map. At the first treatment, the subjects were given the listening text of verbal information,
and then they were given another listening text of rules.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istening performance among advance organizer groups. The
performance of the picture and the concept map group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rd and phrases
group.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stening comprehension according to levels of students'
working memory when they listened the verbal information,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ance when they listened the text of rules.
Third, when given the text of verbal information, there were no interaction effects of advance organizers
and working memory levels on listening comprehension.
Key words : advance organiz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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