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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 있어 자기주도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이들의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또는 SDEL)과 영어 말하기능력 발달 간의 관계성 연구
는 매우 드물다[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능력의 발달을 6개월
간격으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영어말하기시험은 과제완성, 유창성, 발음, 문법, 언어 사
용의 정확성, 일관성 등을 채점하였고, 9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SDEL 설문지는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자신감, 영어불안극복능력, 목표지향성, 동기부여, 자기주도성, 정보처리능력, 자기이해도, 총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비록
근소한 상승과 하락이 있었으나,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 간에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자신감 요인이 영어 말
하기시험 점수와 유창성 점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은 단기간에 발달하기 어렵더라도 자신감 요인은 학습자의 영어 말하
기능력과 유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습자의 개별적인 영어 말하기능
력과 SDEL 능력 간의 관계성의 특징을 고찰하여 토론하였다.
핵심어 : 자기주도 영어학습설문지,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 영어 말하기능력, 영어 말하기시험,
자기주도능력 발달

Abstract
Korean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to learn English language is essential but there is little
literatur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DEL and English speaking ability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score development of their SDEL and English speaking ability in 6 month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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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of pre- and post-tests. The English speaking test assessed task completion, fluency, pronunciation,
grammar, language use accuracy, coherence with 9 scales. SDEL survey consisted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self-confidence, ability to overcome English anxiety, goal-orientedness, motivation,
self-directedness, information process ability, self-understanding, SDEL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participants’ English speaking test and SDEL scores slightly increased or decreased, mean
differences of both measur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pre- and post-tests. In addition, there
was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ir SDEL ability and English speaking scores but self-confidence showed a
mild correlation with the holistic and fluency scores. Hence, the findings pointed out that Korean college
students’ SDEL ability and their English speaking ability were not abruptly developed in such a short
period. Although there was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m, we may expect their speaking ability
improvement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ir self-confidence. Finally, we discussed som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speaking and SDEL abilities of an individual participant.
Keywords :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survey,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ability, English speaking
ability, English speaking test, Development of self-directedness

1. 서론
많은 한국인 성인 영어학습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능력의 일환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
장을 자기계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영어 의사소통능력 중 고급 말하기능력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환경’(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 학습자들이 영어회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능
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1].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 성인 영어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전략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어학습자들의 자기주도능력은 영어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영어 말하기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2]. 그러
나 이 두 능력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Kim (2015)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2]. 이러한 간극을
채우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SDEL 능력과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 간의 상호 발달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2. 선행연구
성인 학습자들의 영어능력 계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SDEL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안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 일반적인 자기주
도학습을 정의하면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 자원을 동원하여 자기 자신의 학습 목표와 과정을 학습
자 중심 접근법 내에서 모니터링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학습에서도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 발달을 모니터링함에 의해 성공적인 제2외국어학습자가 될 수 있다
[3].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조절학습, 자기계획학습, 자기솔선학습, 질문방법, 독립학습,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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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경험학습, 자율적학습, 자기교수 등으로 불린다[4][5]. 자기주도학습은 다양한 요인들의 수단
들에 의해 외국어학습 과정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식과 기술의 통합된 틀이거나 매우 복잡한
조합일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상호작용, 자신감, 자존감, 외국어학습 부담
감, 목표수립 동기부여, 자기주도성, 자기결정, 정보처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좋은 언어학습자
들은 자기주도학습의 통합된 특질들로 무장되어져야 한다[5]. 특히 한국과 같은 EFL환경에서는 영
어학습 발달에 자기주도학습의 적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성인 초급 영어학습자는 영어 말하기능력
의 개발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장 및 표현 암기, 패턴 연습, 낭독 등
의 여러 활동과 더불어 끊임없는 연습이 요구된다. 또한, 상시적인 자기대화는 중급 또는 고급 수
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성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의 발달과 자기주도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드물다. 더 나아가 한국인 대학생들의 SDEL과 영어 말하기능력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Kim (2015)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2].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말하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가 존재한다.
Kim과 Bak (2003)은 초등학생 영어학습자의 말하기능력과 그들의 학습유형에 따른 과업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6]. Park과 Yun(2013)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와 학습전략 등의 세 가지 자기주도학습 요인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술 성취도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그들의 성취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은 초등학생일 때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7].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의 효과
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자의 학습 유형과 전략,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이 영어 듣기, 어휘, 작
문 등을 포함한 실용 영어학습에 끼친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와 영어
말하기능력의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자기평가 설문지로 측정을 하며 Dörnyei와 Ushioda(2009)[4]와
Griffiths(2008)의 연구[5]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Cho(2014)는 SDEL 설문지를 개발
하였는데[8], Kim(2015)은 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비수도권지역의 광역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SDEL 능력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가 그들의 영어 말하기점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 이때 SDEL과 영어 말하기능력의 세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학습자들의 성별과 해외유학 경험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
나, 해외유학 경험은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자기주도
능력에 따른 상중하 수준별 집단의 영어 말하기점수 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
히 하위집단의 SDEL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관찰되었으며,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가 중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영어학습 전략과 영어학습 동기
및 태도에 집중되어져 왔다[1]. 비록 Kim(2015)의 연구가 유일하게 SDEL과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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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성에 관련된 연구였으나 대학생 학습자들의 두 가지 능력을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여 그
관계성을 고찰한 것이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SDEL 능력과 영어 말하기
능력의 발달과 그 상관관계를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관찰하였으며, SDEL 능력과 영어 말하기능
력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개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더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SDEL 능력과 영어 말하기능력 간의 관계성을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3개의 연구질문을 도출하였다.
1.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시험 성적과 이들의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은 6개월 동
안 각각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2.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6개월간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의 발달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간의 관계성의 특징을 보
였는가?

3. 방법론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전지역의 한 대학교에 재학하는 31명의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었다. 이들
의 성별은 남자 10, 여자 2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학년 12명, 2학년 4명, 3학년 7명, 4학년 8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공은 영어교육이었다. 이들의 영어능력은 토익점수 400점부터 900점까
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영어 말하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ESWT(English Speaking &
Writing Test)라는 컴퓨터기반 시험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이 시험의 측정구인들을 과제완성, 유
창성, 발음, 문법, 언어 사용의 정확성, 일관성으로 정의하였고, 9점 척도로 채점하였다([표 1] 참
조)[5]. ESWT 채점은 2명의 숙련된 채점자가 진행하였는데 한 명은 영어교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영어 말하기시험 채점 10년 경력의 연구자 본인이었고, 또 다른 채점자는 캐나다인 원어민 교수로
서 TESOL석사 학위 소지자이고 채점 경험 10년 이상의 숙련된 채점자였다. 이들 2인의 채점자들
이 한 개의 말하기 응답을 9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채점자 훈련은 총 2회에 걸쳐 1회당 2시간씩
진행하여 채점자들의 채점 수준을 서로 상호 보완하였다. 아래 표 1은 ESWT 채점 척도와 그 기술
로써, 미국의 ACTUAL 말하기채점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9], 상(7, 8, 9), 중(4, 5, 6),
하(1, 2, 3)로 구성하였다. 이때, 1점이 최저점이고, 9점이 최고점이다.

866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1, November (2018)

[표 1] ESWT 척도 및 기술
[Table. 1] Scales and Descriptors of the ESWT
척도
상
중

하

9
8
7
6
5
4

3
2
1

능력 기술
화자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 상황에서 과제완성, 유창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거의 항상 효과적이다.
화자는 주어진 과제를 매우 유능하게 해결하며, 거의 준 원어민 수준의 영어능력을 보여준다.
화자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 상황에서 과제완성, 유창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다.
화자는 주어진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한다.
화자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 상황에서 과제완성, 유창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편이다. 화자는
주어진 과제를 그런대로 해결한다.
화자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 상황에서 과제완성, 유창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화자는 주어진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화자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 상황에서 과제완성, 유창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
화자는 주어진 과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다.

[표 2] ESWT 척도 및 기술
[Table. 2] Scales and Descriptors of the ESWT
문항

문항유형

자원

주제/상황

준비시간

응답시간

1

자기소개

텍스트

자기소개

30초

45초

2

소리 내어 읽기
그림보고이야기
만들기

텍스트

한국음식

30초

1분

그림4개

학교행사/뮤지컬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3
4

그래프묘사하기

그래프

5

의견개진하기

텍스트

연구자는

Cho(2014)가

개발한

시리얼4개
비교하기
성공과 돈

SDEL

설문지를

활용하는데[8],

이

설문지는

Dörnyei와

Ushioda(2009)[4]와 Griffiths(2008)의 연구[5]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 설문지의 하위 요인들은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자신감, 영어불안극복능력, 목표지향성, 동기부여, 자기주도성, 정보처리능력,
자기이해도, 총평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표 2는 이 설문지의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 수준과 수
준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설문지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값이 .92로 보고되었다. 이 설문지
는 구글독스를 활용하여 제작하여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ESWT와 SDEL 설문지를 6개월 간격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시행하였다. 자
료는 MS엑셀프로그램과 통계도구인 SPSS 22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기술통계를 통
해 두 검사도구의 요인들의 평균값,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 발달 비교를
위해 종속변수 t-검정을 사용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r 상
관계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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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주도영어학습설문지 수준 및 기술[6]
[Table. 3 Levels and Descriptors of the SDEL[6]
수준
1
2
3
4
5
6
7

수준 기술
하하: 정서적인 영역과 대인관계, 학습 성취도영역에서 불안정하여 전문 상담이 요구됨
하: 자신의 자기주도영어학습을 거의 수행할 수 없어서 대부분 타인에게 의존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기적인 상담과 학습컨설팅이 요구됨
중하: 일반적으로 자기주도영어학습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정 계획과 충
분한 노력이 요구됨
중: 영어학습 성공을 위한 잠재력이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집중적인 특정 계획과
노력이 요구됨
중상: 장기적으로 영어학습 성공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나, 여러 약점이 존재함. 자신의 영어기술의 약점과 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함
상: 안정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장기적으로 영어학습의 목표
를 달성할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자신의 상대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그 과정을 습관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함
상상: 안정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장기적으로 영어학습의 목
표를 달성할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율적 학습자임. 또한, 그 과정을 습관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함

4. 결과 분석 및 토론
4.1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의 발달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사전 ESWT의 총체적 점수 평균은 3.48(초급-상 수준, 9점 만점, SD=1.8)
이었고, 6개월 후 측정한 사후시험 성적은 3.55(초급-상 수준, SD=2.11)로 0.57점 향상되었다. 이들
의 사전-사후 성적을 종속변수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4, p=.74). 그리고 ESWT 하위 요인들에 대한 6개월 간격의 사전-사후시험 성
적을 종속변수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또한 어떠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영어 말하기능력은 단기간에 발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6].
동일한 참가자들의 SDEL설문지 사전검사의 총체적 점수 평균은 4.95(중상 수준, 7점 만점,
SD=.75)이었고, 6개월 후의 사후검사 결과는 4.76(중상 수준, SD=.75)으로 오히려 0.19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78, p=.09). 이 점수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서 6개월 후에도 동일한 ‘중’ 수
준의 SDEL 능력을 보여주었다. 즉, SDEL 능력의 발달 또한 영어 말하기능력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에 발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10]. 그러나 세부요인들 간의 평균 차이는 눈여겨 볼만하
다. SDEL 능력의 하부 요인들에 대한 사전-사후성적을 종속변수 t-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자존감(t=2.89, p=.01)과 목표지향성(t=2.25, p=.03), 그리고 정보처리능력(t=2.35, p=.03)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6개월 후 사후검사 점수가 오히려 하락한 것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1학년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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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든 능력을 과대평가하다가 2학기에는 점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 외 요인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2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 발달간의 상간관계
그리고 참가자들의 SDEL 능력과 영어 말하기능력 간에는 사전-사후 결과는 총체적으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사전검사 r=.33, 사후검사 r=.21). 그리고 사전검사에서 자신감 요인과 영어 말하
기능력 사이에 중간 정도 상관관계가 나타났고(사전검사, r=.48), 대인관계능력과 ESWT점수 사이
에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02). 그리고 사전검사에서 ESWT와 SDEL 능력의 하부요인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언어사용과 자신감 사이에서 중 수준의 상관관계가 (r=.56). 사후검사
에서는 ESWT점수와 자신감 간에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36) 대인관계와 ESWT점수
간에는 거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r=-.02). 그리고 하부요인들 중에 유창성과 자신감 사이에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7). 이 결과를 통해 자신감 능력을 향상시킬 경우 영어 말하
기점수에 긍정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통 영어 말하기시험 채
점을 할 경우 수험자의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3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 발달의 개인적 특성
6개월에 걸친 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개인 영어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
미가 있는 일이다. 아래 그림 1의 예시는 참가자 중 한 명인 2학년 남학생 영어 말하기점수와
SDEL 능력의 발달을 6개월 간격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학습자는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학생으로 관찰되었다. 이 참가자의 ESWT점수는 사전검사에서 4점(중급-하 수준)을 기록하였고, 6
개월 후 사후검사에서 5점(중급-중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SDEL 능력은 사전검사에
서 4.6(중 수준), 사후검사에서는 2.6(하 수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어 말하기능력은 향
상되었으나, SDEL 자기검사에서는 중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SDEL 세부능력을 자
세히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점수가 하락하였고, 대인관계능력이 사전검사에서는 7(상상 수준)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중-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이
해능력에서는 사전검사에서 4.9(중 수준), 사후검사에서는 5.6(중-상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학생이 자신의 자기주도능력 설문지에 응답할 때,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정
중앙 점수인 4점을 피하여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생을 심층 면담한 결
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하여 “1학기 때는 친구를 정말 잘 사귀었는데요, 2학기 때부터 그룹 스터디
에 참가하기 싫어졌어요”라고 응답함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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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사후검사 이후 개인면담에서 “내 영어실력은 정말 낮아요”라고 응답하였는데 실
제로 영어 말하기점수는 중급-중 수준이었고, 비록 유창성 점수는 사후검사에서 3점이었으나 꽤 유
창한 영어회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영어 말하기능력과 자기주도능력간의 불일치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자존감, 자신감, 대인관계능력, 영어부담감
등의 SDEL 능력들이 낮더라도 실제 영어 말하기능력은 비례적으로 낮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SDEL 능력의 향상이 영어 말하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그림 1] 한 참가자의 ESWT 및 SDEL 사전-사후검사 결과
[Fig. 1] The Pre- and Post-Test Results of One Participant’s ESWT and SDEL Level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을 6개월 간격으로 사전-사후검
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와 SDEL 능력은 단 기간에 향상되기 어렵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다[10]. 즉, 학습자은 교실에서의 정규 수업 이외에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말하
기훈련을 수행하여야 영어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매우 중
요하다 는 것이 밝혀졌다[11]. 또한, 이 두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세부 능력
간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SDEL 하부요인들 중 자신감 요인이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와 유창성 요
인 사이에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 영어학습자들의 자신감이 상승할 경우 영어 말
하기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2]. 그리고 영어 말하기시
험점수와 SDEL 설문지 결과는 상호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어 학습자의 영어능력과 SDEL 능력 발
달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검사지 역할을 할 수 있다[2]. 더 나아가 위의 개별적
인 영어 말하기능력과 SDEL 능력 간의 관계성 검토를 통해 Benson(2001)이 지적한 대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개별적인 특징 간의 명료한 관련성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3]. 이러한 연
구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나이, 정서, 태도, 인지유형, 개성, 성별, 민족, 사회계급, 학습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인도 자기주도학습의 효과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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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러한 변인들이 학습과정과 결과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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