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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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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 수업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영어 교과의 특성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의사소통

의 한계가 있어 온라인 영어 수업에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개인

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학습 자기주

도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을 통합한 블렌

디드 러닝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학습 자기주도성을

신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개인화를, 도구적 측면

으로는 온라인 게시판인 패들렛(Padlet)을 선택하였으며,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패들렛은 온라인 게시판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게시물이 포스팅되어

이미지, 링크, 파일 첨부 등이 가능하다. 패들렛은 많은 사람들의 게시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게시물을 통해 의견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내용

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게시하는 자신의 자료나 이야기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때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화

활동을 제공한다. 개인화(Personalization)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언어 학습과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경험이나 생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

사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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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영어 의사소통 역량 및 학습 자기주도성의 증진을 가져오는지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영어 의사소통 역

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영어 학습 자기주

도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먼저,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초등영어교육에서의 패들렛의 활용

방법과 개인화 영어학습의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연구 방법을 개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로 인하여 블렌디드 러닝 교육 환경에 있었던 제주시 S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

급, 총 58명을 대상으로 실험반과 통제반을 설정하여 영어 수업 시간의 16주간 21차

시의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양적연구의 도구로는 사전-사후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 사전-사후 영어학습주도성 측정(SDLLRS), 질적 연구의 도구로는 패들렛

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활동 관찰 및 질문지와 면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은 통계적으로 통제 집단에 비

해 초등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이해능력,

표현능력, 의사소통전략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학생들의 게시물 관찰

결과 의사소통의 이해능력과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고, 댓글로 소통하는 등 의사소통의

간극을 줄여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게시물을 통해 모델링이

되며, 게시가 곧 발표가 되는 특수한 환경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은 초등 학습자의 영어 학습

자기주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활동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영어학습 동기, 영

어학습방법의 주도성 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습자들은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학습에 많은 흥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력이 향상되어 뿌듯하다거나 더

공부해야겠다는 학습 동기 증진의 면모를 보여주어 자기주도성이 증진된것으로 보인

다. 또한, 개인화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독립적 학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

여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초등 학습자의 독립적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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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

어학습은 초등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영어학습능력을 향상하여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나 4차 산업혁명의 변화

하는 교육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의 예들을 제시하였다. 패들렛을 초등

영어 수업에 적용하고,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으로 학생들의 개인화 활동을 도입하여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영어 수업 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온라인 도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

일 수 있는 개인화 영어활동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영어학습의 인식과 기초 형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초등영어, 패들렛(Padlet), 개인화,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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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부터 코로나(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

다. 교육계 역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기존의 교육방식과는 다

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및 학생 상황에 맞게 등

교 단계를 조정하여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업 형

태의 변화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 기본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면수업 위

주의 교육방식에서 온라인 수업을 필수 요소로 도입하는 변화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

라, 실행 비중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더 커져 일상적이 되는 변화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영어 교육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영어 교과는 의사소통 능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지수, 2020). 특히 영어 교

과는 의사소통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달한 것이다. 이

를 위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게시판

인 ‘패들렛(Padlet)’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게시판인 패들렛은 전통적으로 읽기와 쓰

기 학습 향상을 위하여 자주 활용되어왔으나 현재는 동시에 접속하여 한눈에 정보를

교류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전수인, 2020). 또한, 초등학생의 수

준과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어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 스캐폴딩(scaffolding)과 같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패

들렛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나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패들렛은 접근성에 대한 편리성을 갖추었으며 사용의 직관성

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여 초등 학습자에 적합하다. 패들렛 활용에 핵심

을 둔 부분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 부재의 극

간을 줄이며 실시간 댓글 활용이나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에 대

한 흥미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나 학습 동기는 자기주도

성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흥미나 학습 동기는 곧 자기주도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특히 블렌디드 러닝 방식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별·수준별 수업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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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어 교육의 필수 요소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촉진시키

는 교육환경을 패들렛이라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한편,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도 개인화(Personalization)를 채택함으로써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는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 자신과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관해 의사소통하

도록 하는 개인화는 진정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이기 때문이다

(고경희, 2006). 본 연구에서는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영어 교육의 필수 요소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요소

가 결여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유의미한 의사

소통 능력이 발현되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편, 대면 수업이 축소되고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커진 수업 형태의 변화로 학습자

가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

인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책임이 중요하다. 학습 동기나 흥미, 자신

감 등의 변인은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주도성을 갖

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에서의 의사소통과 상

호작용의 즐거움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내재적 동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

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욕구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배움과 지속적

인 활동 등을 통해 만족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들렛은 상호작용과 의사

소통을 촉진하는 장치로서 동기 유발제의 역할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개인화 영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교수·

학습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의적 요구로 온라인에서 영어학습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도구인 패들렛과 학습자의 유의미한 영어 사용을 용이하게 하

는 교수·학습방법인 개인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

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영어 의사소통 역

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영어 학습 자기주

도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그동안 영어 교육에 있어 온라인 교육과 개인화에 대한 연구는 각각 진행되어 왔지만

두 요소를 통합하여 동시에 활용한 연구는 없었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영어 교육

에 있어 패들렛을 활용한 기존 선행연구는 소수 찾아볼 수 있었으나 주로 성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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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고등학생 이상 연령층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

지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송용창(2021)의 연구

가 유일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인화 영어

학습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아직 초등 현장에서는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연구는 개인

화라는 교수·학습방법과 온라인 도구인 패들렛을 통합하여 그 효과의 양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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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이란 학습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

습을 융합한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

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통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이상수, 2007).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교실 수업을 융

합한 혼합형 학습으로 전통적인 수업 방법과 함께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매체

와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끌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Driscoll, 2002;

Garrison & Kanuka, 2004).

실제 국내에서 실시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블

렌디드 러닝으로 학습자의 학습 효과에서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권희림, 문은경, 박인우, 2015). 특히 정의적 영역의 학습성과 그 영역

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창의적 인성, 몰입, 만족도, 수업 참여, 학습 태도, 교과 태

도, 자기 효능감, 흥미도, 학습 동기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윤주, 이정

민, 2021). 최은희(2021)는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로 개인의 언어 구사 수준에 따른

수준별 학습 제공이 가능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정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패

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 증진과 흥미도, 학습 동기 등의 학습

자기주도성 향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블렌디드 러닝 모형은 면대면의 학습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게 하거나 각 차시별로 면

대면 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는 등 블렌디드 러닝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Cleveland & Wilton, 2018). 아래 [그림 Ⅱ-1]의 모델은 블렌디드 러닝의

세 가지 모델 중 하나의 형태로, 두 번째 모델인 ‘Blended block’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모델은 활동 순서나 블록에 따라 대면학습과 온라인 학습으로 구성하

여 학습 목표나 구성요소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정책상 등교

방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두 번째 모델인 ‘Blended

block’처럼 수업 세션을 나누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는 ‘대면 수업-온라

인 수업- 대면 발표’로 구성되어 각 등교 상황에 맞게 교수·학습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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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림 Ⅱ-1]  Blended Block (Cleveland & Wilton, 2018)

2000년 말부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간의 ‘혼합’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대

두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혼합형 학습방법으로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정렬, 한희정, 신수범, 2008). 이때의 논

의는 대면 수업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의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수

업을 대체하는 여건에서의 온라인 교육 활용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후자

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면 수업과 겸하여 선택적,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필요 불가결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블렌디드 러닝은 효과적인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고 활용 가능

한 활동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

다(김소연, 김정렬, 2022). 특히, 영어 수업은 내용과 기능에 따라 그 학습 목표가 정

해져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업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쓰이지만 특히 대면 수업에서는 듣기, 말하기 기능을 통해 주제에서

활용하는 기능과 표현을 익힌다. 그 후 온라인 수업에서는 읽기와 쓰기 기능 목표로 하

여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을 실시하고, 다시 대면 수업에서는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위의 [그림 Ⅱ-1] ‘Blended block’ 모델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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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들렛(Padlet)

패들렛(Padlet)은 월위셔(Wallwisher)라는 온라인 게시판의 후속 개발품으로

2000년에 출시되었다. 패들렛은 온라인 접속자들과의 실시간 게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멀티미디어 친화적인 기능을 접목시킨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패들렛

은 하나의 작업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 놓는 작

업이 가능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게시판에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업로드할

수 있다. 교실에서 칠판에 붙이는 메모지를 웹상에서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

람들이 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패

들렛 상에서도 가능하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메모지에는 글,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클립, 일반 문서, 링크 등의 첨부 게시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Ⅱ-2]는 포스팅할 때 장면이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볼

수 있다. ‘업로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이미지 등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

는 기능이다. ‘사진 찍기’ 기능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사

진을 찍어 올릴 수 있다. ‘링크 첨부’ 기능은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홈페이지나 유투

브 등의 링크를 첨부하여 올릴 수 있다. ‘이미지 검색’은 구글과 바로 연동이 되어 자신

이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바로 검색하여 함께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 Ⅱ-2] 패들렛 포스팅 화면



- 7 -

이러한 패들렛의 장점은 첫째, 교육 도구로서 호환성과 시스템의 편리성이다. 패들렛

은 데스크톱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자

유롭게 접속하여 게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쌍철과 김정아(2018)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에서 시스템의 편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학습 도구 사용의 편리성은 무엇보다 초등 학습자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학

습자는 특별한 훈련이 없이 게시판 생성 및 게시 활동이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글과 연동이 되어 바로 검색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바로 탑재할 수 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필요도 없으며, 회원가입의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수

자의 입장에서 패들렛의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학습의 형태나 그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들렛에서는 담벼락, 그리드, 셸프, 지도, 타임라인, 캔버스 등의

다양한 형식의 템플릿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템플릿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아래의 사진은 패들렛 게시물을 만들 때 제공

되는 템플릿이다.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업 주제에 맞게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

다.

아래의 [그림 Ⅱ-3]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화면 중 ‘담벼락’은 벽돌 형식의 레이아웃으

로 메모지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 벽면에 메모지를 붙이면 자동으로 차례대로 붙여

진다.

[그림 Ⅱ-3] 패들렛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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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은 한 줄로 순서대로 메모지가 나열이 된다. 한 줄로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

에 시간상의 순서를 보기가 좋고 모바일 기기에서 볼 때 편리하지만 메모지 수가 너무

많아지면 길어져 보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드’는 담벼락과 비슷하지만 줄지

어 배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셸프’는 주제를 지정하여 섹션을 추가할 수 있고 주제에

맞는 게시물을 모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혹은 한 사람당 하나의 셸프를 지정하

거나 모둠에 지정하면 개인 혹은 모둠별 학습이 모두 가능하다. ‘캔버스’는 벽면에 붙인

메모지를 마음대로 위치시킬 수 있다. 특히, 메모지끼리 서로 화살표로 연결하여 연결

성이나 관련성을 표시할 수 있다. ‘타임라인’은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의 성장 과정 등

시간별 혹은 시대별로 흐름상 주제를 보여줄 때에 적합하다.

두 번째 장점은 공유의 용이성이다. 텍스트, 파일, 이미지, 영상, 녹음 파일, 링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학생들의 산출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도 댓글

이나 ‘좋아요’와 같은 반응을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산출물을 확

인하고,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준다.

세 번째 장점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장성이다. 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을 하고 나면

산출물 등을 따로 모아 두어 게시를 하거나 학생들이 가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패들렛은 모든 게시물이 저장이 되어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저장된 학습자들의 산출물들을 이용한 후속 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상황에서 패들렛에서 생성된 활동 결과물을 대면 수업 상황에서 활용하여

연계성 있는 수업 구성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게시물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할 때 자신이 쓴 글을 수정하여 편집할 수 있다.

세 번째, 성찰성이다. Levine(2007)에 의하면, 온라인 게시판은 종종 교실 내에서

의 면대면 교류를 대체할 수 있고 교실 밖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들 사

이를 시간이나 장소로 분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오히려 면대면 교류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지만 온라인 게시판은 성찰적인 측면

에서 생각을 재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패들렛은 학습자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효율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으며

(Dunbar, 2017), 학습자들에게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을 선택하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흥미를 일으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환성, 편리성,

공유성 등의 장점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고 의사소통이 활발한 영어 학습 환경

을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 도구를 이용한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과 학습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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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3. 개인화(Personalization)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언어 학습에서 그 내용은 학습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학습

자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학습자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정이 강조되어 왔다.

고경희(2006)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언어 학습과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

습자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개인화를 활용한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은 학습자 자신과 관련 있는 실질적인 의

사소통 경험 제공을 통한 연습을 제안하면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 경험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박약우, 1999; Bloor, 1991; Widdowson, 1978).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서는 언어는 사용하면서 학습이 되며, 언어학습의 초기부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권장한다.

이에 고경희(2006)는 여러 학자들(Griffiths & Keohane, 2000; 박약우, 1999;

Edge & Wharton, 1998; Bloor, 1991)의 논의를 종합하여 개인화의 정의를 잠정

적으로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개인화는 학습자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사물과 관련

된 경험, 생각, 느낌, 기호 등을 학습 내용·방법의 계획 및 학습활동에 반영하여, 학습

자 자신에게는 유의미한 언어 학습·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상호 간에는 실질

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교수·학습 방안이다.’ 본 연구는 고경희(2006)의

정의를 토대로 ‘패들렛’이라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어휘를 선택

하고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사물과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 등을 반영한 자신의 게시물

을 포스팅하고, 자신에게 유의미한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재구성한 활동들을 제고하고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이 의사소통 역량과 학

습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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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은 초등교육의 목표에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

게 여기고 있는 능력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소통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이며, 이를 함양하기 위해 각 학교급 별로 학생들에게도 강조하는 역량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과의 성격을 기반으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첫

번째 핵심역량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

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영어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포함한

다.’ 영어 교과는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총괄 목표로 삼으

며, 하위 목표에서도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 제시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영어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등의 기술만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의사소통의 내용과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정의적 내용 보충이 필요해 보

인다.

배두본(2002)은 의사소통 기능의 측면에 주목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의사소통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느낌, 생각, 친교 활

동, 요청, 지시와 명령, 정보의 교환, 의견 교환,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

였다. 영어의사소통 역량이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만으로 정의되어 충분하지

않아, 배두본(2002)이 논의하는 이런 기능의 수행 역량들도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목적과 의도를 포함하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

인지,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지 염두에 놓고 의사소통 역량의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의사소통을 바라보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의사소통

역량의 정의를 참고하면, 총론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교육부,

2015)’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총론에서의 의사소통 역량은 언어 기능적 역량 외에도

소통의 내용과 태도적 역량을 포함시키고 있다. 총론의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

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

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이

영석, 장용규, 윤여범, 이재승, 김동식, 2021).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적 역량 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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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역량까지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연구에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겠다. 첫째,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둘째, 영어로 표현된 타

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셋째, 영어를 이용

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겠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성언어를 활용한 상호작

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어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꾀하

기가 어려워진다.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공간을 달리하는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게 되

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면 소통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화상 수업의 경우에도 학습

자들이 대면 상황보다는 의사소통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음성 언

어로 대화하는 상황보다 문자 언어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

학습 환경 상 문자 언어의 대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패들렛을 활용한 웹 기반의 문

자 언어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면 이상수(2003)는 웹은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주

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사고를 정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Sherry,

2000). 문자 기반 동시적 의사소통 도구는 학습자들이 매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하게 되므로 실제 구두 언어 표현보다 언어 사용에 대해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

간이 주어지게 된다. 문자를 통한 동시적 의사소통은 음성 언어의 즉각적인 상호 작용

과 문자로 쓰인 글이 가지는 성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사소통의 양상을 띄

게 된다(Warschauer, 1997). 문자채팅 등을 활용하였을 때 교사 주도적인 전통적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학습자간에도 소수의

학생들이 독점하기 쉬운 면대면 토론과 비교하여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습자들의 참

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Beauvois, 1992). 이를 토대로 온라인 게시판인 패들렛을 사

용할 경우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성찰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소수의 학생들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블렌디드 러닝에서 실시간 온라인 게시판인 패들

렛의 장점이 돋보일 것이다.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표현하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역량이 대면에서도 음성으로 표현하는 데 토대를 쌓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의사소통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밖 영어 사용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제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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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영어 교육을 실현해야 하며, 학교 영어 교

육은 학습자에게 가능한 한 영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 및 실천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

동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들렛과 개인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5. 학습 자기주도성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

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네 가지 역량을 교과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자기관리

역량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

속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되고 있으며(교육부, 2015), 이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대비하고 성공적인 영어 학습 성취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학습의 자기주도성

으로 초점화하여 연구하고자한다. 영어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가능해진다면 자기관리

역량은 이에 수반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기주도성’의 신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많은 학자들(김영숙,

2016; 김대현, 김석우, 2005; 진영은, 조인진, 2001)은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블렌디드 러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인식하고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 발돋움의 출발이 될 것이다.

자기주도성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

된다. 자기주도성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자기주도학습, 자기조절학습,

자율적 학습으로 다양하다. 김아영(2014)은 자기주도성을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

로 선택하고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성향으로 수행이 포함된 상황에서 행동을 시작

하게 하는 동기유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성이란 자율적으로 모든 일

을 스스로 기획하고 처리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율적, 독립적, 진취적 성

향을 뜻한다(조정운, 2011).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조절학습 등을 일어

나게 하는 학습들의 기본 역량(이정민, 2017)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

의미 범위를 좁혀 학습과 관련한 자기주도학습으로 초점을 맞추며, 자기주도성과 자기

주도학습의 용어를 동일시하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 개념의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으나 가장 자주 인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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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Knowles(1975;15)의 정의이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

자 스스로 타인의 도움과는 상관없이 학습 목표를 설명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학습에

도움이 되게 확보하고 그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여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한 과정과 활동’이라고 하여 온전히 학생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Gugliemino(1977)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의

개념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정도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마인드, 자아존중감 등 학습자 개인의 인성과 정의적 특성의 복합체로 결정된다고 하

였다. 준비도란,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 정도를 말한다. 자기주도

적 학습자는 자발성, 독립성, 학습 지속성이 있으며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장애가 아닌 도전으로 생각한다.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다양한 의견(Knowles, 1975; Long,

1993; Skager, 1978; Oddi, 1986)을 제시하고 있는데, Long(1993)은 학습 과정

측면에서 자기주도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학습자의 자유의지라고 강조하였다.

편, Pintrich와De Groot(1990)은 자기관리 행동, 인지 전략, 상위 인지 전략을 요

소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Gugliemino(1977)는 학습의 주도성 및 독립

성,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창의성, 기본 학습기능과

문제 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8가지를 자기학습능력의 구성요소로 보고자 한다.

자기주도성은 자기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는 데 필요한 일정 단계의 준비도로 특징지

어 질 수 있는데(Dam et al., 1990), 이러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Gugliemino(1977)는 SDLRS(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개

발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학습자용 검사 개발이 점

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Gugliemino(1977)의 SDLRS는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 검사(김혜영, 김민진, 2009)이다. 한 가지 도구로 자기주도성의 여

러 측면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여 보다 세밀한 학습자 진단이 가능하며, 다양한 수정 검

토가 진행되어 왔고 자기주도성 측정 결과가 추후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DLRS를 초등학생의 영어 자기주도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SDLLRS(김혜

영, 김민진, 2009)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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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연구 고찰

가.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학습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어 방면의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윤정, 김혜숙, 김나영, 2022; 염미란, 2022; 기유미,

2020).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학습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습자들의 활용 선호도, 효

과성 인식에 대한 연구였다(전수인, 2021; 김혜정, 2022; 송고은, 2022). 전수인

(2021), 김혜정(2022)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

인 수업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은 패들렛 사용

에 대해 만족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학생들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

급하였다(전수인, 2021; 김혜정, 2022; 송고은, 2022). 특히, 전수인(2021)의 연

구에서는 학생들은 온라인 고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오프라인 학습과 다름이 없는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효과적 교류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해 연구한 결과 흥미도가 높고, 낮은 학습 부담감을 느

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전수인, 2021; 김혜정, 2022). 또한, 학생

들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흥미로웠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해가 더 잘됐다.’ 등과 같

이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의사소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전수인, 2021).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효과성은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감이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패

들렛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협업

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도 만족감을 높이는 장점으로 보인

다.

앞에서 살펴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들렛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성, 인식 및 태도

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초등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성에,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

구는 없었다. 또한,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패들렛 활용한 수업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패

들렛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초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 학습의 효과성이 앞으로

의 블렌디드 러닝, 비대면 수업, 현장 수업의 콘텐츠 공유 방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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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화와 영어 학습

고경희(2006)는 초등영어 교육에서 교재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암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과 연결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강

조하였다.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학습자는 모국어든 외국어든 자신과 관련되거나 중요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표현 욕구를 목표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기쁨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초등영어 교

육에서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할 어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제안하

였다. 개인화를 통해 초등학습자들이 자신과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교과서가 제시하는 학습 내용의 범위를 넘어 스스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역량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우미혜와 고경희(2022)에 따르면 개인화는 정의적 영역에서 학습자들을 추동

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촉진함을 강조한다. 실질적 의사소통은 학습자

들이 활동에 몰입하게 하며, 소통의 내용에 흥미를 갖게 한다. 이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개인화의 대표적인 특징(Griffiths & Keohane,

2000)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유발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방안이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개인화에 대한 연구들이 실행되었다(정은미, 2016; 신미경,권영

환, 2013; 허선희, 2010). 초등학생 3,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의사소통 능

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정은미, 2016; 신미경, 권영환, 2013; 허선희,

2010)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화 학습 내용 및 과업 수행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 중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흥미도 및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은미(2016)와 허선희

(2010)는 어휘와 표현의 확장도 함께 언급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기반이 되

는 어휘와 그에 따른 표현의 확장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경(2013)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내

용을 학습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자신의 생활을 영어로 표현하는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참여도 향상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 선행연구에서 참여도 향상의 효과가 적은 것을 토대로 학생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도구인 패들렛을 도입하여 학생들

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개인화는 의사소통 능력 중 쓰

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점(신미경, 2013)을 토대로 학생들이 온라인 게시판인

패들렛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의적 영역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16 -

다. 자기주도성과 영어 학습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김혜

영과 김민진(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성이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어 학습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영어 학습이 스트레스이

거나 학습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말한 학생에 비해 0.8 이상이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 성공적

인 영어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생 학습

에 있어서 영어 과목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영어 자기주도성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성

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와 교수·학습방안에 대해 제시한

다. 실제 교과교육을 통해 초등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김미리(2017)와 최신형(2022)은 모두 영어 쓰기를 통한 자기주도성에 대해 연구하

였으며 모두 학생들이 쓰기에 대한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쓰기 활동에 대한 동기와 흥

미를 불러일으켰다. 최신형(2022)은 6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플

랫폼을 활용한 쓰기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검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요소

인 동기, 책임감, 적극성, 메타인지, 자기효능감의 모든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김미리(2017)의 연구에서는 영어 낙서장이 학습자 중심으로 흥미와 수준에

맞게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면서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교실 중심에서 일상생

활로의 영어 활용의 장을 전환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채우지 못

하는 EFL환경의 학습자들에게도 일상 속에서 영어를 활용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

어의 목적을 살려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고 밝혔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영어 교과에서도 자기주도성에 대한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도 웹 기반의 글쓰기를 통해 자기주도성의 효과성을

알아보려 한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낙서장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최신형, 2022; 김미리, 2017). 본

연구 역시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도구인 ‘패

들렛’을 도입하였다. 온라인 도구는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친구

들의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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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에 위치한 S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실험집단 29명, 통제집단

29명으로 총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S 초등학교는 전교생 약 1,000명의

36학급 규모의 학교이며 제주 시내권에 위치해있는 곳이다. 본 연구 학생들은 주당 3

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주당 1시간은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주당 2시

간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으며 연구자는 실험반의 담임교사이다.

실험반을 제외하여 4반이 있으며, 연구를 실시하기 전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와 자기주도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의

사소통 역량 자가평가의 사전 검사에서는 영어이해능력(t=.563, p>.05), 영어표현능

력(t=.806, p>.05), 의사소통전략(t=-1.205, p>.05)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학습주도성 측정 사전 검사(t=-1.683, p>.05)로 모두 동질

성이 확보되었다.

실험반의 경우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의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영어 수업 시간의 관찰과 6학년 1학기의

수행평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

하여 성취 수준을 나누게 되었다. 6학년 1학기 수행평가는 총 4번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상 수준을 25점, 중 수준은 20점, 하 수준은 15점으로 환산하여 총 100점으로

계산하였다. 학습자들의 수준별 학습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상 수준 9

명(상위 약 30%), 중 수준 11명(약 40%), 하 수준 9명(하위 약 30%)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2. 연구 설계 및 측정 도구

2021년 9월~12월까지 S 초등학교 6학년 29명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

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수업에 임하

였다. 약 16주차 동안 학습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실질적인 자신

의 이야기를 패들렛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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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찰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표 Ⅲ-1>는 약 16주차 동안 진행할 실험설계 모

형이다.

<표 Ⅲ-1> 실험설계 모형 

대상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₁ X O₂

통제집단 O₃ O₄

O₁,O₃: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 영어학습주도성 측정 사전검사

O₂,O₄: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 영어학습주도성 측정 사후검사

X: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

본 연구를 위해 측정한 도구들은 1)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구경연, 2020),

2)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영어학습주도성 측

정인 SDLLRS(김혜영, 김민진, 2009), 3) 질문지 및 면담 데이터 및 활동 결과물이

다. 의사소통 역량과 영어학습주도성 측정은 양적으로 측정하였고, 이와 비교하여 학

생들이 느낀 의사소통 역량과 영어 자기주도성 증진의 변화를 알기 위해 질적 자료로

질문지와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질문지 내용은 학생들에게는 패

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과 소감에 대해 물어보았고, 질

문지의 답변 중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답변에 대해 해당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

본 연구에서는 구경연(2020)의 연구에서 소개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영어과 핵심역량 자가평가 중 의사소통 역량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초

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과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위

해 개발된 것이며,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을 이해, 표현, 전략 활용 능력으로 나누

었다.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도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 능력으로 구별하였다. 이 평

가도구는 영어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정의를 개념화하고 각 역량별로 하

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교(1학년)들을 대상으로 만

든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6학년에게 적합한 도구이다. 2015개정 교

육과정이 후 영어과 핵심역량의 개념 확립과 역량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가도구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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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평가도구는 핵심역량 목표 달성 정도를 비교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무

엇보다 자가평가 도구는 영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므로 학

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구경연, 2020).

다음 <표 Ⅲ-2>와 같이 의사소통 역량 구성요인 및 문항 내용을 선정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Ⅲ-2> 의사소통 역량 구성요인 및 문항 내용(구경연, 2020)

핵심역량 구성요인 문항내용

영어

의사소통

역량

영어 이해능력

1.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 알기

2. 글을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하기

3.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전체 내용 파악하기

영어 표현능력

1. 원어민 교사 질문에 영어로 대답하기

2. 영어시간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3. 영어로 일기나 편지 쓰기

의사소통 전략

1. 이해가 되지 않으면 되묻기

2.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전달하기

3. 친구나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다음 <표 Ⅲ-3> 본 연구 도구에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세 가지 요인 간의 신뢰도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88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본 문항으로 바탕으로 연구 설계는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고, 통제-실험집단으로 나누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패들렛

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

집단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으로 설정하

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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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의사소통 역량 구성요인 신뢰도 분석

나. 영어학습주도성 측정(SDLLRS)

본 연구에서는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에서 소개한 SDLLRS(2009)를 사용

하였다. SDLLRS는 Guglielmino(1997)의 SDLR(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s)을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척도(SDLRS-KE-2010, 김혜영, 김금선, 2010)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

운 표현과 문맥을 수정하여 만든 측정도구이다. 이 측정도구는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

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다양한 수정 검토가 진행되어왔으며 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수정방식으로 널리 활용되는 SDLRS(Guglielmino, 1997)를 활용하여 국제적 비교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에서 문항5 ‘나는 영어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재검토해야 할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문항 5를 삭제하고 19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 Ⅲ-4>는 본 연구에서의 SDLLRS 19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Cronbach alpha 계수 .802 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 총 문항 해당 문항 신뢰도(α)

1 영어 이해능력 3 1, 2, 3 .801

2 영어 표현능력 3 4, 5, 6 .830

3 의사소통 전략 3 7, 8, 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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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영어학습주도성 측정(SDLLRS)의 신뢰도 분석

본 문항으로 바탕으로 연구 설계는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고, 통제-실험집단으로

나누었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프로

그램을 모두 진행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 집단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

다.

다. 질문지 및 면담 조사

양적 연구는 어떤 사회 현상을 숫자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검정을 활용하여 연

구 문제의 가설을 검증한다. 그러나 양적 연구는 관찰된 참가자와 그룹 전체에 걸쳐 그

반응을 평균화하여 평균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의 주관적 다양성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와 함께 학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패들렛을 활용한 개

인화 학습의 영향을 검사하기 위해 질문지를 통해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

가자 29명에게 자료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였다.

아래 <표 Ⅲ-5>는 질문지의 문항 내용이다. 질문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패들렛과 개인화를 구분 지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그 외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

낌, 인식 등을 알고 싶어 기타 문항 한 가지를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패들렛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들렛을 활용하기 전의 수업과 비교하는 질문을 실시하였다.

실험반의 1학기 영어 수업은 교과서 활용 위주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과의 비교를 위해 교과서 활용 위주의 기존 수업이라고 표현하였다.

다음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서 개인화라는 용어의 어려움으로 개인화는

구성요인 총 문항 해당 문항 신뢰도(α)

1 영어자신감, 책임감 9 2,3,6,7,8,9,10,17,20 .778

2
영어학습동기

(학습사랑, 미래계획)
7 1,4,13,15,16,18,19 .738

3 영어학습방법의 주도성 2 12,14 .378

4 독립적 학습 1 11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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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고 싶은 말, 나의 말로 표현하다.’ 등처럼 6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

어를 선택하여 질문지를 구상하였다. 마지막 문항으로 이 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으나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느낀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였다.

<표 Ⅲ-5> 질문지 문항

번호 관련 구분 문항 내용

1 패들렛
패들렛을 활용하여 영어 공부했던 것은 교과서 활용 위주인 기존의 수업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2 패들렛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교과서 활용 위주인 기존 영어 수업과 

비교했을 때, 패들렛 활용의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3 패들렛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교과서 활용 위주인 기존의 영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4 개인화 

패들렛을 활용하여 나의 꿈,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버킷리스트, 명함 등을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보고 

발표하기도 하며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교과서 활용 위주인 영어 수업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5 개인화 
패들렛을 활용하여 나의 말로 표현했던 활동들이 영어 학습에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6 개인화 
패들렛을 활용하여 나의 말로 표현했던 활동들이 영어 학습에 좋지 않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7 기타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활동들을 통해서 느낀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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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 교수·학습방안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은 2021년 9월~ 12월까지 영어 교과 시간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각 차시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인 40분을 기준으로 배당하였다. 수업

의 전체적인 흐름은 1) 도입 단계, 2) 전개 단계 3) 공유 및 평가 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주당 1시간은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팀티칭 수업, 주당 2시간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담임교사가 할당된 차시들은 대부분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기능을 익히면 활용

부분을 할당되어 학생들과 주요 기능은 이미 익힌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다음

[그림Ⅲ-1]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Blended block(Cleveland & Wilton,

2018)’으로 나타낸 것이며, 주제2인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 가는 방법 소개하기’의

예시로 Blended block model를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Ⅲ-1]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Blended block model’

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 수업 구성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은 학생들이 패들렛에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자신

이 하고 싶은 말을 포스팅하는 것이다. 온라인 도구인 패들렛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최신형(2022)은 플랫폼을 적용한 쓰기 활동은 학습자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교수

방식의 쓰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정중심 쓰기 활동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과

정중심 쓰기 활동은 계획하기(planning), 초안 쓰기(drafting), 반성하기

(reflecting)와 고쳐 쓰기(revising)의 단계를 아우르는 편집하기(editing)의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다(Brown, 2007).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과정중심쓰기를 적용하

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의 도입부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제시하고, 하고

자 하는 말을 한글 혹은 아는 영어 단어를 활용하여 미리 적어보고 조사하는 활동 등을

통해 계획하기와 초안 쓰기를 쓰기 전 단계로 구성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자신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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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들렛에 사진과 내용을 포스팅하기, 즉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

다. 학생들이 스스로 검색하고, 파파고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공유 및 평가 단계

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패들렛에 게시한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대면 수업 때에는

여행지 가는 방법을 직접 소개하거나, 명함 만들어 공유하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친

구들에게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이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는 성찰 학습지를 통

해 자신의 글을 고쳐 쓰거나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 블렌디드 수업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래의 [그림Ⅲ-2]은 성찰 학습지의 예시이다. 다른 주제의

성찰 학습지는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림Ⅲ-2] 성찰 학습지의 예시

다음 <표 Ⅲ-6>는 패들렛을 활용한 실험반의 개인화 영어 학습을 차시별로 수업을 구

성한 내용이다. 총 차시는 21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차시는 초등학생의 수업 시간인 40

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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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 수업 구성 방안

차례 차시 제재 주제 및 학습활동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수업 

내용

주제1 1~3차시
과거 표현 

익히기

여름 방학 동안 했던 일 

소개하기

쓰기 전
-쓰기 내용 

구상하기, 초안쓰기

쓰기 중

-사진에 맞는 

방학동안 했던 일 

포스팅하기

쓰기 후
-공유 및 자기 

성찰하기 

주제2 4~8차시

1. 길을 찾는 

표현 묻고 

답하기

2. 대중교통 표현 

익히기

여행지 가는 방법 

소개하기

쓰기 전

-내용 생성하기: 

패들렛 지도 

템플릿을 활용하여 

가고 싶은 여행지 

선정하기

-구글맵을 활용하여 

가는 방법 검색하여 

초안 쓰기

쓰기 중
-여행지 가능 방법 

포스팅하기

쓰기 후

-친구들에게 

여행지에 가는 방법 

소개하기(대면수업)

주제3 9~12차시 직업 표현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소개하기

쓰기 전
-쓰기 내용 

구상하기, 초안쓰기

쓰기 중
-장래희망에 대해 

포스팅하기

쓰기 후
-나의 장래 희망의 

명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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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자신의 

명함 

공유하기(대면수업)

주제4
13~15

차시

미래 표현 

익히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쓰기 전
-쓰기 내용 

구상하기, 초안쓰기

쓰기 중
-버킷리스트에 대해 

포스팅하기

쓰기 후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대면수업)

주제5
16~18

차시
정보 전달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것에 대해 묻고 답하기

쓰기 전
-쓰기 내용 

구상하기, 초안쓰기

쓰기 중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것을 

포스팅하기

쓰기 후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통, 

운동 종목, 게임, 

인물 등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 

찾아보고 

이야기하기(대면수

업)

주제6
19~21

차시
초대하기 졸업 파티 초대하기

쓰기 전
-쓰기 내용 

구상하기, 초안쓰기

쓰기 중
-예시문을 참고하여 

졸업 초대장 쓰기

쓰기 후
-초대장 

만들기(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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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차시로 구성하였으나,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 난이도에 따라 차시를 증배하기도

하였다. 특히 4~8차시인 ‘여행지 가는 방법 소개하기’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여행지를

가는 방법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간에서 시간 소요가 되어 1차시 더 증배하

였다.

다음은 <표 Ⅲ-7> 통제반의 영어 수업 구성 방안이다. 통제반은 교과서 중심 활용 수

업을 진행하였으며, 게임 등의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6학년 대교(이재근,

2019) 영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구성한 방안이다.

<표 Ⅲ-7> 통제반 영어 수업 구성 방안

차례 차시 제재 주제 및 학습활동 영어 수업 내용

주제1 1~3차시
과거 표현 

익히기

여름방학 동안 했던 일 

소개하기

What did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했던 일을 그림 

그리고 소개하기

주제2 4~8차시

1. 길을 찾는 

표현 묻고 

답하기

2. 대중교통 표현 

익히기

How Can I get to the 

museum?

-덕수궁을 소개하는 글 읽기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관광지를 조사하여 

쓰기

주제3 9~12차시 직업 표현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소개하기

장래희망 관련 표현 

게임하기(말하기 게임)

주제4
13~15

차시

미래 표현 

익히기

I’m going to go on a 

trip.

-주말에 할 일 떠올려 쓰기

-해당 기능 표현 게임하기

(쓰기 게임)

주제5
16~18

차시

전통문화 

소개하기

Do you know anything 

about Hanbok?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떠올려 

마인드맵 나타내기

-듣기·말하기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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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의 실제

1) 수업의 계획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

리 구성하여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 기능과 어휘, 차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

지에 대한 설계의 예가 <표 Ⅲ-8>에 나와 있다. 참고로 <표 Ⅲ-8>는 주제3, ‘자신의 장

래 희망에 대해 소개하기’가 그 학습 주제이다.

<표 Ⅲ-8> 수업 설계의 예

1) 도입 부분(쓰기 전 단계)

도입 부분에는 먼저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목표 표현과 주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

수업의 구성 의도

미술시간과 통합하여 구성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장래 희망 혹은 목표에 대해 표현하기

학생들의 다양한 어휘 학습과 표현의 욕구, 학습동기 유지를 위해 파파고 등 번역기 사용 허용

주요 표현 및 어휘

1. 주요 표현: I want to be a ~.

2. 장래희망에 관련된 어휘: teacher, cook, scientist,...등 실제적으로 자신의 장래희망에 관한 어휘 찾기

3. What do you want to be?

활동 시간

▶온라인 수업: 2차시- 쓰기 전 계획, 초안 작성, 글 포스팅하기

▶대면 수업: 2차시-명함 만들고 공유하기

*주요 표현은 영어전문회화강사와 익힌 상태

주제6
19~21

차시
초대하기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graduation?

-파티 계획하기

-친구를 초대하는 편지 읽기

-말하기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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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래의 그림처럼 예시를 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주제가 장래 희망이라면 예시처럼 “I want to be a ~.” 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적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때에는 한글과 영어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영어로 적으면 흥미나 자신감이 낮아

질 수 있어 둘 다 허용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 부분에서 패들

렛으로 적을 수 있게 하였다. ‘성취기준 [6영04-05] 예시문을 참고하여 간단한 초대,

감사, 축하 등의 글을 쓸 수 있다.’에 따르면 학생들이 예시문을 참고하거나 응용하여

초대, 감사, 축하 등의 내용을 영어로 써보게 함으로써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단계(교육부, 2015)이기 때문에 교사가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여 학생들

이 스스로 응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림 Ⅲ-3] 학습 도입 학습지

2) 전개 단계(글쓰기 단계)

전개 단계에서는 각 주제마다 수업의 구성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학

습지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들렛에 포스팅하고 단어 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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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아래 그림은 학생들의 패들렛 포스팅 장면으로서, 각각의 주제는 장래 희망과 우

리나라 소개이다.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글을 쓰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화 영어 학습에 해당하는 단계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었으며, 포스팅 활동이 끝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포스팅을

도와주거나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면서 반응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영어

학습은 개인별 수준차로 학생마다의 소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교사도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운 점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래 교사를 지정하여 영어 학습이 어

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Ⅲ-3] 학생들의 패들렛 포스팅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림 Ⅲ-4] 학생들의 패들렛 포스팅 예시(주제3:장래희망 소개하기)

이와 다른 템플릿을 활용한 수업의 포스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 Ⅲ-5]

는 실제 수업의 내용은 사회과 수업과 통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

어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 하나를 꼽아 친구들에게 제주도에서 그 나라까지 가는 방

법을 조사하여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주제는 다른 주제와는 달리, 지도 템플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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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학생들이 지리적 위치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Ⅲ-5] 지도 템플릿을 활용한 패들렛 장면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소개할 때 같이 올리는 등 친구들과 실제적인 공

유를 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기도 하였다. 다음 [그림 Ⅲ-6]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린 게시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그 기능을 반복하

거나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실제적인 자신의 유의미한 사용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Ⅲ-6]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포스팅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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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 및 평가 단계(고쳐쓰기 및 성찰단계)

공유 및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패들렛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

댓글을 달기도 하고,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구두점이나, 비문 등에 대해 피드백을 주

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아래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반응으로 하트를 눌러주기도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실시

간으로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였다. 아래 [그림 Ⅲ-7] 패들렛의 댓글과 좋아요 반응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한 활동이다.

[그림 Ⅲ-7] 패들렛의 댓글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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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포스팅된 게시물에 댓글 달기 활동

위의 [그림 Ⅲ-8]을 보면 학생들이 서로 댓글을 단 모습을 보인다. 한 학생이

‘graduation’의 철자가 오타가 난 것을 확인하고 그 친구의 게시물에 오타가 났다고

말해주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은 버킷리스트를 보며 ‘인생이란 그런거야.’

라며 다른 친구의 게시물을 보고 명언을 다시 남기고는 하였다.

아래의 [그림 Ⅲ-9]은 학생들의 게시물을 보고 담임교사나 원어민 교사가 직접 댓글

을 통해 수정 사항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한 학생이 “I went to the Seoul” “And i

ate the Korean...”의 게시물을 남긴 것을 원어민 교사가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I

went to Seoul.” “And I ate”으로 고쳐주어 관사나 대문자 사용 등에 대해 알려주기

도 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은 교사가 고쳐준 것을 보고 자신의 게시물을 다시 수정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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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포스팅된 게시물 수정하기 활동

블렌디드 러닝 상황으로 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작성한 패들렛을 활용하여

직접 발표하거나 짝을 지어 포스팅한 내용을 직접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음 사진은 자

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공유하여 발표하고 서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림 Ⅲ-10] 대면 수업 상황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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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각적 디자인이다. [그림 Ⅲ-11]는 자신이 온라인 명함

을 직접 만들어 패들렛에 게시하여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아래의 [그림 Ⅲ

-12]은 버킷리스트를 영어로 작성하여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공유하였다.

[그림 Ⅲ-11] 미래의 명함 공유하기

[그림 Ⅲ-12] 버킷리스트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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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초대장 공유하기

온라인 수업 상황 때의 산출물 공유 방법은 학생들은 미리캔버스나 프레젠테이션 등

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었다. 이를 학급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다시

올리는 등 zoom의 소그룹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과 함께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스스로 평가하는 단

계를 거쳐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지를 통해 자가평가를 하고, 자신이 익힌 표현

을 다시 적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 Ⅲ-14]은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

후 학습지 내용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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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자가평가 및 성찰 학습지

[그림 Ⅲ-14]을 보면 학생이 배운 표현을 복습하고, 목표 문장을 잘 활용하는지 살펴

보았다. 한글로 적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그

림 Ⅲ-14]에서는 위의 학생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 영어 대신 한글로 ‘여행’이

라고 표현하였다. 후속 학습지를 통해 자신이 학습한 단어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단

어를 다시 볼 수 있기도 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문장과 단어를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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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정량적 자료 수집과 정

성적 자료 수집을 활용하였다. 정량적 자료는 수집된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와 영어

학습주도성 측정(SDLLRS)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성적 자료는 학생들의 패들렛

을 활용한 개인화 수업에 대한 의사소통 역량 및 학습 자기주도성 등에 대한 인식을 질

문지와 추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와 영어학습주도성 측정에서 같

은 동질의 집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통해 가장

유사한 집단을 선정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8.0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역량 자

가평가 사후 검사 결과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성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학습 효과성을 살펴

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답변이 모호하거나 심층적

인 답변이 필요한 것과 실험 학생들을 상, 중, 하 학생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심층 면담

을 진행하여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

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은 스트로스(Strauss,

1987)에 따라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여 범주를 나누고, 그 체계에 따라

코딩하는 선택적 코딩 방식(selective coding)을 택하였다.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핵

심 개념을 도출하고, 면담의 내용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

인화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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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미치는

영향

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의 의사소통 역량에 관한 효과: 양적

분석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구경연, 2020)를 사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영어이해능력(t=.303 p>.05), 영어표현능력(t=.96, p>.05), 의사소

통전략(t=.735, p>.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동질 집단임을 확

인하였다.

다음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에 효과성이 있

음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의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

의 실시 결과는 아래 <표 Ⅳ-1>와 같다.

<표 Ⅳ-1>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 사전-사후검사

변수 구분

집단

실험(n=29)

통제(n=29)

평균 표준편차 t p

영어이해능력

사전

실험 3.66 .1.07

.303 .763

통제 3.57 .94

사후

실험 4.02 .84

3.14﹡﹡ .003

통제 3.3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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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위의 <표 Ⅳ-1>에서 나타난 실험집단의 의사소통역량 자가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세

히 살펴보면, 실험진단은 영어이해능력(t=3.14, p<.01), 영어표현능력(t=3.126,

p<.01), 의사소통전략(t=2.647, 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이해능

력 항목을 분석한 결과 사전 평균 3.66에서 사후 평균 4.02로 상승하였고, 사전·사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처리를 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t=3.14, p<.001)를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서는 기본적인

영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추가적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단어 의미 파악에서 용이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미지 등 다른 매체의 도움을 받으

며, 친구들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어표현능력 항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 평균 3.13에서 사후 평균 3.57로 평균

이 상승하였으며, 통계처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t=3.126, p<.01)를 보였다. 영

영어표현능력

사전

실험 3.13 .96

.96 .096

통제 3.10 .87

사후

실험 3.57 .92

3.126﹡﹡ 0.003

통제 2.90 .72

의사소통전략

사전

실험 3.36 .98

.735 .161

통제 2.97 1.11

사후

실험 3.44 .79

2.647﹡ .011

통제 2.9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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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현능력은 영어시간에 친구들과 패들렛을 활용하여 영어로 대화를 하였으며, 영어

로 일기나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패들렛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

들의 유의미한 표현능력이 신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학습자

들의 의사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 학습

자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고 분석된다.

의사소통전략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사전 평균 3.30에서 사후 평균 3.44로 약간 상

승하였고, 통계처리를 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t=2.647, p<.05)를 보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장 평균 차이가 적게 난 것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별도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물론, 학생들이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지

만, 학생들에게 상대방이 나의 글을 읽었을 때 글에 대한 이해를 묻거나 확인을 하는

작업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수업의 상황과도 맞물려있는데,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상대방이 의견을 나의 게시물의 의견을 표시할 때까지

는 어떠한 정보 제공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던

것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본다. 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짝으

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학생들이 다시 이해를 되묻거나 확인하

는 전략을 따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학습상황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나의 글을 이

해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댓글을 쓰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지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지도하는 방법을 보충

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측정 도구가 대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상황에 맞는 측정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통제 집단인 경우 영어이해능력, 표현능력, 의사소통 전략 모두 평균이 하락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많은 환

경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

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역량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인다. 이를 통해 영어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아래 <표 Ⅳ-2>는 하위요인의 문항별로 사전-사후의 결과이다. 하위요인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이 영어이해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모르는 단어

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이해능력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1과 문항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항1은 ‘나는 영어 수업

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에서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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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766, p<0.1)를 보였다. 통제반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교사와 함께 단어를 읽

어보고, 표현을 익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외우지 않는 이상 단어를 숙

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실험반의 경우에는 패들렛에 글을 포스팅할 때 수업 때

활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활용하고

자 하는 단어와 문장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표현능력 1번 문항에서는 ‘나는 친구나 선생님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할 수 있다.’

는 평균이 3.31에서 3.5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t=2.848, p<0.1)가 나타났다. 이는 실험반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서 실질적인 의사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나 스스로 자신이 대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영어표현능력 3번 문항인 ‘나는 영어로 일기나 외국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수 있다.’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t=2.875, p<0.1)가 나타났다. 연구자가

학생들의 패들렛 게시물을 관찰한 결과 그 향상도가 눈에 띄게 발전이 되었다. 학생들

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서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영어 쓰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 중, 하의 모든 성취수준의 학생들의 자

신을 표현하는 문장의 길이나 구조 등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3], [그림 Ⅳ-4], [그림 Ⅳ-5], [그림 Ⅳ-6]을

참고하면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에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자가평가 사전-사후검사:

하위 문항별 요소

문항 번호 구분

집단

실험(n=29)

통제(n=29)

평균 표준편차 t p

영어이해능력(1)

사전

실험 3.79 1.18

.472 .639

통제 3.66 1.04

사후

실험 4.24 .91

2.766﹡﹡ .008

통제 3.5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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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이해능력(2)

사전

실험 3.66 1.14

.243 .809

통제 3.59 1.02

사후

실험 4.07 .84

3.297﹡﹡ .002

통제 3.24 1.06

영어이해능력(3)

사전

실험 3.52 1,09

.119 .906

통제 3.48 1.12

사후

실험 3.76 1.12

1.863 .068

통제 3.24 0.99

영어표현능력(1)

사전

실험 3.31 1.04

.269 .789

통제 3.24 .91

사후

실험 3.59 .91

2.848﹡﹡ .006

통제 2.86 1.03

영어표현능력(2)

사전

실험 3.34 .97

-.940 .351

통제 3.59 .98

사후

실험 3.90 1.01

2.240﹡ .029

통제 3.34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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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아래의 [그림 Ⅳ-1], [그림 Ⅳ-2] 학생들은 영어 성취 수준은 ‘상’인 학생으로 평소

영어시간에 적극적인 학생이며 수행평가 등의 학업 성취에도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

생들이다. 이러한 학생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을 어려워하

영어표현능력(3)

사전

실험 2.72 1.19

.840 .404

통제 2.48 0.99

사후

실험 3.24 1.21

2.875﹡﹡ .006

통제 2.48 0.74

의사소통전략(1)

사전

실험 3.07 1.19

1.074 .287

통제 2.72 1.19

사후

실험 3.48 1.15

2.309﹡ .025

통제 2.83 1.00

의사소통전략(2)

사전

실험 3.38 1.08

1.1444 .258

통제 3.03 1.21

사후

실험 3.28 .92

1.162﹡ .250

통제 3.00 .89

의사소통전략(3)

사전

실험 3.62 1.21

1.535 .130

통제 3.14 1.19

사후

실험 3.55 0.99

2.659﹡ .010

통제 2.86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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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점차적으로 글을 쓰는 데에 익숙해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영어로 쓰기 시작하였다. 주제1(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에서는 1~2문장으로

자신이 어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쓰곤 했는데, 주제 4(버킷리스트 소

개하기) 정도가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고 의미를 형성

하는 과정이 다른 성취 수준의 학생들보다 빨리 표현을 익히고 익숙해졌다. 다양한 예

시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 Ⅳ-1], [그림 Ⅳ-2]는 다른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림 Ⅳ-1] 영어 성취수준 ‘상’ 의사소통 역량 중 표현능력의 변화(오OO학생)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

⇒

주제6: 졸업식 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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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영어 성취수준 ‘상’ 의사소통 역량 중 표현능력의 변화(김OO학생)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

⇒

주제4: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아래의 [그림 Ⅳ-3]의 학생은 은 영어 성취 수준은 ‘중’인 학생으로 평소 영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학생이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을 어려워하

던 학생이었다. 주제3(장래희망 소개하기)에서 보면 이 학생은 1~2문장으로 간단했

으나, 주제6(졸업 초대하기)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또한 주제1(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에서는 구두점 사용이 미흡했던 학생이었으

나, 구두점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관찰하여 ‘성취기준 [6영04-02]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부호를 문장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가 자연스럽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4] 학생 역시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추후에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졸업식을 초대하는 문구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서 정의한 의사소통 역량에서 ‘다양한 매체를 상황에 적합

한 언어, 텍스트, 상징 등을 활용하여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이 증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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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영어 성취수준 ‘중’ 의사소통 역량 중 표현능력의 변화(송OO 학생)

주제3: 장래희망 표현하기

⇒

주제6: 졸업 초대하기

[그림 Ⅳ-4] 영어 성취수준 ‘중’ 의사소통 역량 중 표현능력의 변화(선OO 학생)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

⇒

주제6: 졸업 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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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어 성취수준이 ‘하’인 학생으로 처음에는 아예 영어로 글을 쓰지 못하는 학

생이었다. 이 학생들은 글을 쓰기 위해 교사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의사소통 표현기

능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온라인 수업 때에는 Zoom을 활용하여 교사와 메시지를 주

고 받으며 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소그룹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아래 [그림 Ⅳ

-5] 학생은 ‘mountain, airplane’ 등의 영어 단어도 알지 못해 어려워하던 학생이지

만, 본 수업시간이 아닐 때에도 주제에 대한 자신이 알고 싶은 어휘를 가져와 교사와

함께 학습하는 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래

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주제1(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에서는 방학 때 한 일을 ‘동생이

랑 게임하고’로 표현하고, 주제2(가고 싶은 여행지 소개하기)에서는 중국의 황산에 가

고 싶은 이야기를 ‘황산에 가고 싶다. 우선, 김포공항으로 간다.’ 등을 영어 어휘를 알

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 풀어내었다. 그러나 16주차 후인 주제 6(졸업 초대하기)에

서는 문장의 어순이 여전히 바르지 않아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표현하

고자 하는 바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5] 영어 성취수준 ‘하’ 의사소통 역량 중 표현능력의 변화(유OO 학생)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

주제2: 가고 싶은 여행지 소개하기

⇒

주제6: 졸업 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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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Ⅳ-6]의 강OO 학생 역시 알파벳도 어려워하며 방과 후에 영어 학습역량

지도를 받는다. 이 학생은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에서 보면 방학동안 자신이

찍은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내용을 보면

‘It’s not a hand. it’s a dozen gemsNext time..‘ 등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학생은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하였지만 이 문장이 잘못된 것

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복사하여 포스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제6:

졸업 초대하기’에서는 이 학생이 파파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

하는 등 의사소통 역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장은 아니지만 짧은 어구로

‘play games, watch movies...’등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성취 수준인 ‘하’ 학생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6] 영어 성취수준 ‘하’ 의사소통 역량 중 표현능력의 변화(강OO 학생)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

⇒

주제6: 졸업 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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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효과에 관한 인식 분석: 질적 연구

1) 의사소통 역량에서의 이해와 표현능력의 증진

동 ○ 학생은 “직접 단어를 써서 철자도 외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윤 학생은 “교과

서와 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아닌 정말 스피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성 ○ 학생은

“글로 쓸 수 있으니까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 정 ○ 학생은 “문장 외우기가 쉬웠

다.” 연 ○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여 써서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되었다.” 등의 학생들의

답변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학생들은 성취수준 ‘상’이거나, 중으로 분류는 했

지만 ‘중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었다.

위 학생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 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이 생각하여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등을 활용한 것을 보아 위 학생들은 개인화 영어학습에 초점을 두

어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개인화 영어 학습에 대

해 더 알기 위해 심층 면담을 진행해보았다.

연구자: ○윤 학생은 교과서와 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아닌 스피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 윤: 기존에 교과서는 저 혼자 작문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 객관식이거나 빈칸

쓰기 정도가 다인데,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는 저 스스로 기본적인 문장들

을 써야 하니까 작문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연구자: ○윤이는 평소에도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점이 또 있나요?

○ 윤: 우선, 조사학습을 해야 한다는거? 영어 수업에서 조사학습도 하니까 제가 하

고 싶은 말을 더 찾아볼 수 있었어요. 교과서는 조사 수업 같은 거는 거의 없어서...

연구자: 그래서 ○ 윤이는 어땠어?

○ 윤: 제가 작문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아도 느는 느낌이 들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

어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그에 맞는 조건

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하고자하는 말을 잘 표현하고 이해하는가이

다. 이때,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을 통해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

기능 등을 익힐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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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와 소통

본 연구의 질문지를 통해 29명의 학생 중 9명의 학생들이 공유라는 단어를 직접 사

용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 학생은 “다른 애들과 생각을 나

누고 자신의 생각도 공유한다는 것이 좋았다.” 범 ○학생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빠

르게 볼 수 있다. 직접 발표하지 않아도 게시물로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준 ○

학생은 “친구들의 의견에 댓글을 다는 play가 좋았다.” 수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하며 생각을 나누니 좋았어요. 자기 생각을 새롭게 공유하니 더 많이 배웠다.” 등

을 패들렛의 공유적 부분에 초점을 두어 질문지에 답변을 하였다.

수업 시간의 공유는 대부분 발표나 모둠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누기, 작품 전시하기

등의 제한된 공유를 하게 된다. 공유의 목적 중 하나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함도

있는데, 특히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만든 작품 등을 통해 다른 친구

들의 의견을 듣거나 생각을 알게 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패들렛은 전통적 방식

의 공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모든 게시물

을 볼 수 있어 공유가 소통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학생들이 생각

하는 공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학생들과 심층 면담

을 실시하였다.

다음 학습자는 영어 학습의 성취 수준이 상인 학생으로, 패들렛을 통한 소통의 효과

를 인터뷰하였다.

연구자: 범 ○이는 직접 발표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세히 말해줄래?

범 ○: 패들렛에 쓰면 발표하지 않아도 모든 친구들의 생각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교과서 활동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발표하면 시간도 많

이 걸리고, 모든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어서요.

연구자: 패들렛을 활용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어땠어?

범 ○: 우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저희가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굳이 교과서가 없어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어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부분 저희가 의견 쓰고, 얘기하

고 하는 것인데 패들렛은 그게 가능해서 좋았어요.

연구자: 그런 장점이 있구나, 맞아.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해야할 때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좋구나. 또, 패들렛으로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범 ○: 사실 저는 타자가 빠른 편이라 쓰는 것에는 별로 어려움은 없었는데, 다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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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어로 타자 쓰는 것이 어려워서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 학습자는 그동안의 수업은 소수의 발표하는 학생들만 공유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한, 모든 학생들의 게시물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인터뷰하였다. 한편, 갑작스

러운 온라인 수업의 전환은 학습 측면에 많은 장애와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데 패들렛

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수업 형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

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영어 타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학생들은 영어로 타자를 쓰

는 것이 익숙하기 않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공유는 소통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라포(rapport)와 유대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기존의 영어 활동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몇몇의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

나 서로 역할극을 주고받는 등의 제한적이고 협소한 소통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패

들렛은 다양한 학생들의 게시물을 볼 수 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친구들과 소통

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유를 통한 모델링의 효과

29명 중 4명의 학생들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서 처음 어려움을 겪었

는데, 다른 학생들의 게시물을 보고 해당 표현이 괜찮거나, 내용적인 면에서 보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무엇을

쓰면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애들 것을 보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볼 수도 있

다.”등의 답변을 하였다.

다음 학습자는 ‘영어 성취수준이 하’인 여학생으로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고 힌트

를 얻었다고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기존 교과서 활용 수업과 패들렛 활용 수업이 어떻게 달랐어요?

수 ○: 교과서는 공유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패들렛은 공유하는 것이 좋았어요.

연구자: 공유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수 ○: 그냥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각들을 서로 알 수 있게 된, 그런거?

연구자: 그럼 수○이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 ○: 딱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공유할 때는 자기 생각이 약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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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애들 생각도 다 봐보고 그래야 해요.

연구자: 수 ○이는 이 활동을 하면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보고 말한

거야?

수 ○: 제가 영어가 힘들 때 다른 친구들 것을 참고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

한 것처럼 제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자신없을 때? 친구들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요.

연구자: 수○아, 그럼 교과서 할 때는 어때?

수 ○: 교과서 할 때는 다른 친구랑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혼자 할 때는 약간 어

려웠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패들렛으로 할 때는?

수 ○: 패들렛은 제가 먼저 안 올려도 모를 때 다른 친구가 먼저 올리는 데 그 내용

보고 이해할 수 있어서 교과서보다 나아요.

이 학생의 경우 본인이 영어학습이 어려울 때는 공유를 통해 본인이 이해 못한 것을

친구들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했다. 즉, 모델

링으로 하여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공유를 통해 다양한 친구들의 답변을 보면

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서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패들렛으로 학습하

는 과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영어 수준 중인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학생은 영어 작문에서 내용 생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친구들의 내용을 보고 신기하고 자신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버킷리스트 작성을 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친구들의 내용을 보

고 자신의 버킷리스트도 생겼다는 답변을 하였다.

지 ○: 원래는 버킷리스트가 아예 없어서 책에 쓰기에도 머뭇거리고 그랬는데 패들

렛에서 저 친구가 어디 대학가기 아니면 2층 집에 살기 그런 신기한 것이 올라왔을

때, 나도 저런 거 하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친구들 것 보고?

지 ○:네, 다른 친구들 거 보고 저도 저희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위의 학생들은 공유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게시물이 모델링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들의 모델이 되어 다른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모델이 되어 서

로가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형식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 모두 다른 학생들의

게시물을 보고 참고하고 자신의 것을 작성하는 등의 의사소통의 표현 능력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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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게시를 통한 발표 부담의 경감

질문의 답변 중에는 학생이 게시를 통해 발표 부담을 덜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발표

하는 것은 부끄러운데 패들렛은 글로 써서 안 부끄럽다.” “발표를 가끔 시키면 하는데

패들렛으로 하면 발표를 안 해도 되니까 좋다.” 이 두 명의 학생은 각각 성취수준이 하

와 상인 학생으로 성취수준에 상관없이 발표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에 대해 심

층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영어 성취 수준이 하’인 학생으로 발표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패들렛을 활

용한 수업은 발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연구자: 이제까지 했던 영어 수업과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허 ○: 발표를 하지 않고 글로 써서 작성하니까 편했어요.

연구자: 허○이는 영어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허 ○: 잘 못하니까 하기 싫었어요.

연구자: 왜?

허 ○: 잘 못하니까 부끄럽잖아요.

연구자: 그럼 패들렛에 쓰는 것은 안 부끄러워?

허 ○: 네, 어차피 다른 애들도 써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역시 영어 시간에 발표하는 데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고 하였다. 아래의 학생은 영어학습 성취 수준이 상인 학생이지만, 자신의 성격상 발표

가 힘들었던 학생이었다. 아래 학생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연구자: 은 ○이는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기존의 수업과는 어떤 점이 달랐

다고 생각해?

은 ○: 저는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직접 글을 쓰고 발표한다는 점이 달랐

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은 ○이는 사실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야? 잘하지 않아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은 ○: 저는 사실 영어를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좀 발표하는 것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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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고...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구자:　은 ○이가 발표라고 느낀점은 어떤 점이야?

은 ○: 저는 게시할 때가 곧 발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시를 하면 친구들이 볼 수

있어서 발표보다는 공유의 느낌이 가깝긴 한데...!!

연구자: 그래서 은 ○이는 패들렛을 활용하니까 더 마음이 편해?

은 ○: 네, 저는 발표하지 않아서 사실 좋았어요!! 그래도 친구들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발표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요.

위 학생은 영어 성취수준이 ‘상’에 속해있지만,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발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자신의 성격상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패들렛을 활용하니 자신의 부담감이 줄어 좋았다는 인터뷰를

하였다. 패들렛은 학생들이 직접 손을 들고 주목을 받고 말해야 하는 발표의 형식을 벗

어나 게시 자체가 곧 발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무언가 발

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영어 학습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들렛을 활용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게시가 곧 발표가 된다는 것이다. 영

어 수업에서는 말하고, 발표하고 듣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는데 다인수 학급에서는 모

든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학생의 성향에 따라 발표는 소

수 학생들만 계속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이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사가 일일이 검사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모든 산출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패들렛을 활용하면 모든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능 수준과 어려움 등을 파악

하는 데 용이하다. 모든 학생들이 주제에 맞게 글을 써서 게시를 해야 하는 온라인 도

구적 특성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다. 학습자들의 성취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역량 효과 인식 분석: 질적 연구

1) 영어 성취 수준 ‘상’인 학생들의 인식

영어 성취수준 상인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모두 상이며,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활용하는 영어 단어 수준이 높고 원어민과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영어 작문

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이다. 29명 중 상위 30%

인 9명을 선정하였으며, 이 학생들의 질문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9명 중 8명의 학생이 ‘자유롭게’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학생들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말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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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꼽았다. “직접 글을 쓰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었다.” “ 더

자유로운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적을 수 있었다.” “나에 대한 이

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작문 실력이 늘었다.” 위 학생들은 의사소통 역량에서 9명의 학

생 모두 흥미라는 느낌으로 구체적으로 답했다. “친구들의 의견에 답글을 다는 것이 좋

았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보고 싶다.” 등의 답변을 통해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 즉,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적

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

로 표현하는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성취수준 상인 학생 중 무작위로

그 중 한 학생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주 ○이는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야?

주 ○: 교과서는 적어야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한 수업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달라서 썼어요.

연구자: 교과서는 어떤데?

주 ○: 교과서는 기껏해야 카드놀이? 정도의 활동들 뿐인데 여기서는 제 것을 써야

하니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연구자: 교과서에서의 활동들은 주 ○이에게 난이도가 어때?

주 ○: 쉬운 편이긴 해요!

연구자: 주 ○이는 나에 대한 것을 영어로 쓰는 것은 어때?

주 ○: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금방 익숙해지고 제 영어 실력이 늘기도 하고, 친구들

과 추억을 쌓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성취수준이 상인 학생들은 교과서를 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할 수 있는 개

인화 영어 학습의 장점과 이를 패들렛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흥미까지 언

급하였다.

나. 영어 성취수준 ‘중’인 학생들의 인식

영어 성취수준이 ‘중’인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학생이 있기

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영어 발화 및 단어 수준이 제 학년이며 교과에

나오는 정형화된 문장이나 예시문을 참고하여 문장을 쓸 수 있는 수준이다. 29명 중

40%로 11명을 영어 성취수준 중으로 배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질문지와 인터뷰를 바

탕으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11명 중 7명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영어로 쓰고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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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나타낸다.” “패들렛은 나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라면 교

과서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본적인 것이다.” 등으로 답변을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 능력은 학습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Bloor, 1991)의 맥락과 같다. 학생들은 자신이 표현하고

자 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 사고와 표현의 주체로서의 언어학습(고경

희,2006)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취수준이 중인 학생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11명 중 8명이 학습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는 점이다. 학습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실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 “영어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었다.”

등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두 번째 반응은 “영어를 잘 몰라 많이 쓰지 못했

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반응이었

다. 이 학생들은 영어 성취수준 상인 학생들보다 영어 학습적 측면에서 답변을 하였으

며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한 학습 동기에 대한 답변이 많아, 이 중 한 학생을 심층 면담

하였다.

연구자: 효 ○이는 패들렛은 나에 대한 것이라면, 교과서는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어떤 의미일까?

효 ○: 패들렛 수업은 저에 대해 쓸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교과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초적인 회화?라고 생각해서요.

연구자: 또, 어떤 점이 교과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

효 ○: 제가 원하는 말을 영어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무엇이 있어?

효 ○: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아쉬웠어요.

연구자: 앞으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이야?

효 ○: 제가 모르는 단어를 공부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는 것 같아 뿌듯

해요.

다. 영어 성취수준 ‘하’인 학생들의 인식

영어 성취수준이 ‘하’인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교사의 도움을 받

아 수업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하’의 수준에도 알파벳 정도나 간단한 단어

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알파벳도 잘 모르는 학생이 있다. 29명 중 30%로 9

명을 영어 성취수준 하로 배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질문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학생들은 뚜렷하게 패턴이 나오지 않아 특징짓기는 어려우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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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9명 중 한

명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수 ○이는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과 기존의 수업이 달랐다고 생각해?

수 ○: 제 생각을 다른 애들과 공유하며 할 수 있다는 점이 달랐어요. 다른 애들이랑

생각을 공유하니 좋았어요.

연구자: 수 ○이는 처음에 이 수업을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어때?

수 ○: 처음에는 저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에 아는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파파고

를 써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 문장으로 잘 만들어주었어요.

연구자: 맞아, 채 ○이나 서 ○이가 많이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수 ○이는 지금은

어때?

수 ○: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교과서 수업은 친구

들이 다해도 멀리 있어서 수업 중이라 멀리 있어서 부르기 어려운데, 온라인에서는

채팅으로 물어봐도 되니까 좋았어요.

위 수 ○학생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때 기존 수업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

어져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켜 갈 수 있게 되었

다.

2.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학습 자기주도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가.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 자기주도성의 효과: 양적 분석

영어학습주도성 측정(김혜영, 김민진, 2009)를 사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

(n=29)과 통제 집단(n=29) 간의 평균(t=-1.683, p>.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어 동질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에 효과성이 있음을 검

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의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Ⅳ-3>는

구성요인별로 사전-사후 독립표본 t-test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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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에 대한 영어학습주도성 측정 사전-사후 검사

세부 변수 구분

집단

실험(n=29)

통제(n=29)

평균 표준편차 t p

영어자신감, 

책임감

사전

실험 3.45 .43

1.484 .143

통제 3.21 .76

사후

실험 3.95 0.47

3.944﹡﹡﹡ <.001

통제 3.38 0.62

영어학습동기

(학습사랑, 

미래계획)

사전

실험 3.77 .48

1.779 .081

통제 3.38 1.09

사후

실험 4.22 0.5

3.62﹡﹡﹡ <.001

통제 3.55 .85

영어학습방법의 

주도성

사전

실험 3.43 .55

.228 .820

통제 3.4 .60

사후

실험 3.97 .58

5.781﹡﹡﹡ <.001

통제 2.9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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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위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주도성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영어자신감과 책임감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 3.45에서 3.95로 상승하였으

며 유의미한 차이(t=3.944, p<.001)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

인화 활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온라인 상황에서는 스스로 학습을 해

야 하는 책임감으로 이 요소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학습동기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3.77에서 4.22로 향상되었다.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결과(t=3.62, p<.001)를 보여준다.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

화 활동이 흥미를 통한 학습 동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개인화 영어 학습에서 동기

유발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Griffiths & Keohane, 2000)과 패들렛

을 활용하였을 때 흥미도가 높다(전수인, 2021)는 두 가지의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패들렛을 활용하여 나의 말로 표현했던 활동이 기존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

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어요?

준 ○: 재미가 있고, 친구와 모여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연구자: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준 ○: 친구들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범 ○: 저는 친구들의 의견에 댓글 다는 것이 재밌었어요.

가 ○: 저는 자신의 꿈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어요.

연구자: 가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즐거웠나요?

가 ○: 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좋았어요.

독립적 학습

사전

실험 4.07 .80

.736 .465

통제 3.9 .98

사후

실험 4.14 0.88

1.653 .104

통제 3.7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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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자: 어떤 생각이요?

윤 ○: 교과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닌데, 패들렛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준 ○과 범 ○ 학생은 패들렛의 시스템적 장점을 활용하여 공

유하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하였다. 반면, 가 ○과 윤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등의 단어를 활용하여 개인화 활동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가 패들렛과 개인화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아 흥미의

변인을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패들렛과 개인화 활동은 동시에 일어나기

도 하며, 학생들이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은 자

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기도 하

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적 요인은 패들렛과 개인화 활동 모두 해당된다. 교수·학습방

법과 도구적 측면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의로 볼 수 있다.

영어학습방법의 주도성의 항목을 분석하면 평균은 3.43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t=5.781, p<.001)를 보였다. 개인화 활동에서 실제적

인 언어 사용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방법의 주도성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실질

적인 대화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그 내용을 찾아보는 과정

에서 자신이 학습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학습은 학생들

이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송고은(2022)의 연구에서처

럼 자발적인 교류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독립적 학습의 항목을 분석해보면 평균은 4.07에서 4.14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

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t=1.653, p>.05)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학습의

구성요인은 5번이 삭제되어 11번 단독문항으로 실시되었다. 한 가지 문항으로 이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측정 도구의 보강이 필요하다. 통제반의 경우 평균이 3.9에

서 3.76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온라인 학습 상황이 독립적 학습 요인에 영향을 끼쳤

을 수 있다. 온라인 학습상황에서는 초등학생의 특성상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이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중 영어자신감

과 책임감, 영어학습동기, 영어학습방법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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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위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에 대한 영어학습주도성 측정 사전-사후검사:

하위 문항별 요소

문항 번호 구분

집단

실험(n=29)

통제(n=29)

평균 표준편차 t p

SDLLRS(1)

사전

실험 3.97 .87

1.250 .216

통제 3.62 1.21

사후

실험 4.21 0.90

1.528﹡ 0.132

통제 3.79 1.15

SDLLRS(2)

사전

실험 3.21 .86

-1.419 .161

통제 3.55 .99

사후

실험 3.86 .64

1.694 0.096

통제 3.48 1.02

SDLLRS(3)

사전

실험 3.45 .95

.629 .532

통제 3.28 1.13

사후 실험 3.93 0.8 2.9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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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24 0.95

SDLLRS(4)

사전

실험 3.62 0.9

1.844 .07

통제 3.07 1.33

사후

실험 4.31 0.6

4.482﹡﹡﹡ <.001

통제 3.31 1.04

SDLLRS(6)

사전

실험 3.14 0.95

1.776 .081

통제 2.66 1.11

사후

실험 3.76 0.74

1.893 0.063

통제 3.31 1.04

SDLLRS(7)

사전

실험 3.66 0.81

.285 .777

통제 3.59 1.02

사후

실험 4 0.89

1.692 0.096

통제 3.62 0.82

SDLLRS(8)

사전

실험 3.34 0.94

1.838 .071

통제 2.86 1.06

사후

실험 3.62 0.68

2.067﹡ 0.043

통제 3.1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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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LRS(9)

사전

실험 3.28 1

1.341 .185

통제 2.93 0.96

사후

실험 4 0.8

4.202﹡﹡﹡ <.001

통제 3.07 0.88

SDLLRS(10)

사전

실험 4 0.85

1.137 .260

통제 3.72 1

사후

실험 4.66 0.61

4.271﹡﹡﹡ <.001

통제 3.86 0.79

SDLLRS(11)

사전

실험 4.07 0.8

.736 .465

통제 3.9 0.98

사후

실험 4.14 0.88

1.653﹡ 0.104

통제 3.76 0.87

SDLLRS(12)

사전

실험 3.24 0.99

-967 .337

통제 3.48 0.91

사후

실험 3.97 0.68

4.114﹡﹡﹡ <.001

통제 3.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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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LRS(13)

사전

실험 3.48 0.91

1.153 .254

통제 3.14 1.33

사후

실험 4.66 0.55

5.52﹡﹡﹡ <.001

통제 3.38 1.12

SDLLRS(14)

사전

실험 3.62 0.82

1.453 .152

통제 3.31 0.81

사후

실험 3.97 0.73

5.052﹡﹡﹡ <.001

통제 2.79 1.01

SDLLRS(15)

사전

실험 3.86 0.88

.820 .415

통제 3.62 1.32

사후

실험 3.93 0.84

0.532 0.597

통제 3.79 1.11

SDLLRS(16)

사전

실험 3.9 0.82

1.523 .133

통제 3.48 1.21

사후

실험 4.1 0.77

1.621﹡ 0.111

통제 3.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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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SDLLRS(17)

사전

실험 3.38 0.94

.858 .395

통제 3.14 1.19

사후

실험 3.97 0.82

3.005﹡﹡ 0.004

통제 3.28 0.92

SDLLRS(18)

사전

실험 3.97 0.78

1.786 .080

통제 3.45 1.35

사후

실험 4.17 0.85

2.423﹡ 0.019

통제 3.52 1.18

SDLLRS(19)

사전

실험 3.62 0.82

1.186 .241

통제 3.28 1.33

사후

실험 4.14 0.88

2.918﹡﹡ 0.005

통제 3.34 1.17

SDLLRS(20)

사전

실험 3.59 0.73

1.915 .061

통제 3.14 1.03

사후

실험 3.79 0.77

1.391﹡ 0.17

통제 3.4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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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5번을 삭제하여 측정하여 5번 문항은 제외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의 평균이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와 함께 문항의 구성요인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어 자신감과 책임

감’은 총 9문항(2, 3, 6, 7, 8, 9, 10, 17, 20번)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문항 중 유의

미한 문항은 문항3(t=2.991, p<.01), 문항9(t=4.202, p<.001), 문항

10(t=4.271, p<.001), 문항17(t=3.005, p<.01), 문항20(t=1.391, p<.05) 총

5문항이다. 특히, 문항10의 경우 ‘내 영어 실력은 나만이 책임을 진다.’로 학생이 학습

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학생들 역시 패

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이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학습이라는 데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주도성의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Gugliemino, 1977)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학습동기(학습사랑, 미래계획)의 문항은 1, 4, 13, 15, 16, 18, 19번 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유의미한 문항은 문항1(t=1.528, p<.05), 문항

4(t=4.482, p<.001), 문항13(t=5.52, p<.001), 문항16(t=1.621 p<.05), 문항

19(t=2.918, p<.01)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문항은 문항4와 문항 13이다. 문

항4는 ‘나는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문항13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즐겁다.’ 학

생들에게 학습을 좋아하고 즐겁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가 학습을 즐긴다는 것이 학생들이 그 무엇보다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습자들의 영어 자기주도성 증진 효과에 관한 인식 분석: 질적 연구

1) 흥미 및 자신감 및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질문지를 통해 29명의 학생 중 15명의 학생이 ‘재미있다, 즐겁다, 좋았다’ 등으로 학

습의 흥미를 표현하였으며, ‘뿌듯하다, 더 잘 배울 수 있다, 향상되었다.’ 등의 단어를

통해 학습동기에 대해 표현하였다. 흥미의 측면에서는 오OO학생은 “ 재밌고, 친구들

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고OO학생은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았다.” 이OO

학생은 “교과서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으로 해서 지루한데, 패들렛으로 하면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어서 재밌다.” “ 다음에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해보고 싶다.”등의 답변을 해

주었다. 학습 동기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생각하여 써서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되었다.”

“내가 참여하여 내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위 반응

들은 성취수준이 상, 중, 하에서 모두 나타난 현상이었다. 심층 면담은 성취수준 상,

중, 하 학생들을 모두 한 명씩 위의 답을 한 학생 중 한 명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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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인터뷰 학생은 영어 성취 수준이 중인 학생으로 수업 후 자신이 더 발전을 하

기 위해 학습을 지속하려는 내재적 동기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가○이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대화가 어디에서 대

화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수업시간에 말로 하는 대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의 댓

글 쓰고 그런거?

가 ○: 댓글 쓰고 하는 거에요.

연구자: 댓글 쓰는 거...이 대화를 해서 왜 좋았을까?

가 ○: 이게 얼굴로 보고 하면 약간 뭐라 해야 하지... 그냥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그냥 딴 짓하는 친구도 있고 집중도 안 하고 있는데, 패들렛에 쓰면 누군지 모르지

만, 응원을 해 주던가 하니까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또 어떤 점을 느꼈어?

가 ○: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재밌겐 했는데 처음에 영어를 잘 몰라서 어렵고 힘들

었어요. 아쉽기도 했구요.

연구자: 지금은 어때?

가 ○: 잘 못 쓰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쓸 줄 알아야 하니까...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요.

위의 가 ○ 학습자는 패들렛 활용에서는 친구들이 댓글 쓰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

고 있었는데, 처음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을 할 때에는 영어를 잘 몰라서 어

려웠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활동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서툴고 헤매기도 하였다. 개인화 영어 학습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

해서는 영어학습을 해야 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 학습 동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시 ○ 학생은 영어 성취 수준이 하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사의

관찰에 따르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수업에서 많은 향상을 보인 학생으로 다음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시 ○이는 처음에 많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

시 ○: 저는 처음에 영어를 쓰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알파벳도 잘 모르는데

문장까지 쓰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타자로 영어를 치는 것도 오래 걸려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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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포기하게 되었어요.

연구자: 나중에는 글을 정말 많이 쓰려고 노력하던데, 그 비결은 무엇에 있을까?

시 ○: 선생님과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침마다 모르는 단어도 외우고,

친구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찾아서 쓰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연구자: 선생님도 시 ○이가 많이 노력한 모습을 자주 봐서 대견했단다. 지금은 패

들렛을 활용한 학습을 하니까 어때?

시 ○: 교과서로 하는 수업보다 재밌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

실 수업 시간에는 잘 집중을 못하는데, 패들렛에 쓰면 제가 쓴 글이 보여서...제가

안 쓰면 티 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

구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하니까 재밌었어요.

위의 시 ○ 학생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자주 물어보며, 이를 통해 자기주

도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관찰이 되었다. 자신이 모르는 점을 먼저 친구

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는 등 학습에 대한 책임감도 드러

내었다. 또한, 개인화 영어학습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 ○ 학생은 자발성, 학습지속

성이 있으며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장애가 아닌 도전으로 생각

(Gugliemino, 1977)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인터뷰는 위의 인터뷰와 이어 한 이야기이다.

연구자: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

시 ○: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기도 하고, 친구들이 제 게시물에 반응도 하니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과서에서 쓰라고 하는 것들만 쓰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니까 어려워도 재밌었어요.

연구자: 교과서랑 수업할 때와는 달랐어?

시 ○: 교과서로 하면 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패들렛은 저를 소개하는 느낌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재밌었어요.

연구자: 시 ○이가 재밌었다니 선생님도 기분이 좋구나. 선생님은 시 ○이가 포기하

지 않고 하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 ○이는 어떻게 생각해?

시 ○: 저도 영어 실력이 늘어서 뿌듯했어요. 사실 저 영포자였거든요? 근데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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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렇게 해보니까...처음 게시물이랑 지금 게시물이랑 달라져서 좀 놀랐어요. 저

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위 학생은 기본적인 초등 수준의 영어 단어도 모르는 수준의 학생이었는데, 게시물의

향상도를 보면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학생이 영어로 쓸 수

가 없어서 한글로 게시물을 쓰던 학생이었다. 마지막 주제에는 학생이 친구들의 도움

을 먼저 요청하여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학생은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거의

없던 상태였는데, 연구의 마지막쯤에는 흥미가 생겨 스스로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해내는 모습에서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Gugliemino, 1977)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림은 앞의 [그림 Ⅳ-7]은 [그림 Ⅳ-5] 와 같은 그림으로 해당

학생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Ⅳ-7] 영어 성취수준 ‘하’ 자기주도성을 통한 게시물의 변화(유OO 학생)

주제1: 방학 때 한 일 소개하기

주제2: 가고 싶은 여행지 소개하기

⇒

주제6: 졸업 초대하기

다음 인터뷰 학생은 성취 수준이 ‘상’인 학생으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수업

에서 영어 실력 향상을 언급하여 이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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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 ○이는 Padlt을 활용한 수업이 기존의 교과서 활용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랐어?

연 ○: 제가 생각하면서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생각하면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연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는 거? 저에 대한 이야기? 교과서는 뭔가 쓰라

는 것이 나와있거나 꼭 들어가야하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이 수업에서는 제가

생각해서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자: 연 ○이가 생각하면서 쓰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연 ○: 제가 생각하면서 쓰니까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자: 오! 실력이 향상되니까 어때?

연 ○: 글을 쓰고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니까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연구자: 연 ○이가 말하는 발표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야?

연 ○: 패들렛에 올리는거요. 올리는 게 발표니까?

위 인터뷰 학생은 패들렛을 활용한 공유의 즐거움과 개인화 학습을 통하여 자신이 하

고자 하는 말(‘저에 대한 이야기’)을 직접 쓸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표현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교수·학습방안으로는 개인화 영어학습을, 도구로는 패들렛을 활용한 장

점을 볼 수 있었다.

초등영어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다. 2015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고

려하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활용하고 체험 학습을 통하여 발견의 즐거

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영어 교과의 세부 목표로 평생교육

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위의 측정영역의 요인에도 영어 자신감과 책임감, 영어 학습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에 따르면 학습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를 위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외재적 동기는 학습자 외부로부터 주어질 것이라고 보이는 보상에 대

한 기대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Noels, Pelletier, Clément와

Vallerand(2000)는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있는 학습자가 자신의 제

2 언어 지식의 발전을 위해 학습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흥미, 자신감, 동기

는 분리하여 보기에 어려운 정의적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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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내용의 자율화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실현

개인화를 활용한 패들렛 게시 활동은 정해진 표현이나 문장, 어휘가 없기 때문에 자

신이 쓰고자 하는 그림, 사진, 의견 등이 모두 포스팅이 가능하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내용의 자율화를 부여하여 자기주도성의 요인인 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Gugliemino, 1977)의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언어 능

력은 학습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스스로 표현해보는 주체

로서 개발(Bloor, 1991)되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내용을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하

다. 학습 기회의 개방성은 영어 수준과 관계없이 학습자들은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적

을 수 있으며 본 연구자는 파파고, 구글 번역기 등의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게시가 가능한 것으로 장치를 마련하였다. 질문지의 대한

답변으로는 “ 내가 참여하여 재미있고 독특한 영어 수업이었다.” “자유롭게 나의 의견

을 적을 수 있었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 하는 수업이었다.” “주제가 다양하여 제 이야

기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존 영어 수업 방식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의 답변

이 있었다. 특히 영어 성취 수준 상인 9명 중 8명이 ‘직접, 자유롭게’라는 단어를 사용

하여 답변을 하였다. 자신의 영어 학습을 선택하고 하고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의 단점을 쓰는 질문지에서 “수업이 산만해진다.” 라

는 답변이 있었다. 아래 학생은 영어 성취 수준은 중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산만해졌다고 답을 하여서 학습 분위기와 학

생들의 참여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자: 가○이는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시간이 좀 산만해졌다고 썼던데, 왜 산만하

다고 느껴졌어?

가 ○: 패들렛을 할 때는 친구들끼리 뭘 썼는지 구경하니까 좀 산만해졌어요. 뭔가

좀 떠드는 느낌?

연구자: 그럼 그 때 애들은 뭘하고 있었어?

가 ○: 애들은 자기 글 보고, 친구들이랑 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연구자: 그럼 가○이는 수업 시간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해?

가 ○: 좀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집중을 해야 되긴 하니까?

연구자: 애들이 서로 무엇을 썼는지 공유할 때에는 어때?

가 ○: 그때는 서로 얘기를 해야 하니까 떠드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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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수업 시간이란 늘 조용해야 하고 자신의 일을 각자 하는 것을 원래의 수업

분위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주도하여 참여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Knowles(1975)의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타인의

도움과는 상관없이 학습 목표를 설명한다.’의 정의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야기

하고 자 하는 바를 설명하여 학습 목표에 대해 자연스럽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인터뷰 학생은 영어 성취 수준이 상으로, 더 자유로운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자신

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느껴졌다고 답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성취수준 상인 학

생들이 이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그동안의 수업이랑 다른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무엇이 있을까?

동 ○: 더 자유로운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연구자: 더 자유로운 답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동 ○: 교과서는 주어진 답변을 하는 느낌인데, 패들렛에 하는 것은 좀 제가 하고 싶

은 것을 적는 느낌?

위 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개인화 수업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도, 말로 하는 것보다 패들렛을 활용하였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넘어갔던 내

용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장점을 이야기하였다. 패들렛 게시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알고 싶은 점을 더 찾아보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말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텍스트로 바라보게 되어 담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

다.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점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

지고 임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책임감은 영어학습주도성 측정(김혜영, 김민

진, 2009)의 요인의 하나로서 학생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도 위 학생과 비슷한 인터뷰를 하였다. 아래 인터뷰 학생은 영어 성취 수준

이 하인 학생으로 방과 후에 맞춤형 지도를 받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 오히려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글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답을 하였다.

연구자: 재 ○이는 패들렛을 통해 어떤 점이 좋았어?

재 ○: 저는 사실 영어가 되게 어려운데... 애들 것을 보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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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다시 보는 것이 재 ○에게 도움이 되었어?

재 ○: 네, 제가 다시 보면 기억도 잘 나고, 친구들이 자세히 글로 설명해놓으니까

저는 좋았어요. 한 번에 들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글로 자세히 써주니까 좋았

어요. 또,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어요.

위 재 ○학생은 학업 성취가 하이지만,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다

는 점이 편리하고 좋았다고 한다. 학생 수가 29명이다 보니 교사가 놓치는 부분이나

학생이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채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인터뷰 학생은 영어 성취 수준이 역시 상으로 댓글을 달면서 자유롭고 차별화된

느낌을 받아서 좋았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영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영어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이야기를 잘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곧잘 발표하는 학생이

다.

다음 준 ○학생은 수업 내용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포스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주인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

에게 수업의 주인의식을 느끼는 것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이끌어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 기존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 수업과 비교하여 자유롭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점이 자유롭다고 느꼈어?

준 ○: 기존에 교과서는 정해진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패들렛에 쓸 때에는 자신

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연구자: 의견이나 주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준 ○: 친구들이 쓴 내용을 보고 제 의견을 바로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좋았어요. 버

킷리스트의 경우에는 공감도 할 수 있었고, 초대장 올리는 패들렛에는 저도 가고 싶

다고 댓글을 써 넣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3) 편리한 기능의 활용

29명의 학생 중 9명의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한 영어학습에의 장점 중 하나를 ‘편리

함’으로 꼽았다. 온라인 수업에서 시스템의 편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자들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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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것(이쌍철, 김정아, 2018)을 통해 학생들이 편리함을 통해 온라인 학습의

도구 상 어려움을 제거하여 불안감 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불안감을

낮추는 것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도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자기주도적학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지에서 우선 손으로 쓰지 않아

도 되어 편리하다는 장점을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다.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 “편리해서 재미있다.” 학생들은 직접 글로 쓰는 것보다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타자로 치는 것이 더 편해서 손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학생들

은 패들렛을 활요할 때 이미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쓰고 있어 파파고나 사전을 쓰는

것이 편리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파파고로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서 좋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파파고로 본다.” “틀린 단어가 있을 때 빨간 줄로 뜨

니까 뭐가 틀린지 알 수 있다.” 등 교정부호가 표시되어서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사진을 넣을 수 있어서 좋다.” 등의 온라인 도구의 활용으로 편리한 점을 이야기 하였

다.

다른 학생은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할 때 굳이 교과서가 없어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바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좋다.” 등의 시·공

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성을 이야기했다. 다른 학생은 “영어 수업은 글을 쓰면 다시

보기 어려운데, 패들렛은 쓴 것을 다시 쉽게 볼 수 있어서 좋다.” “패들렛이 추억이 되

니까 좋다.” 등의 패들렛이 곧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

다.

편리성에 대한 답변은 영어 성취수준 상, 중, 하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응

답으로 이는 학생들의 성취수준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편리성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

미가 증가하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점과 자기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자기주도성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상, 중, 하 학생들 중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

다.

아래는 영어 성취수준 하인 학생으로 온라인 도구인 패들렛에서 교정부호가 표시됨을

이야기하며 자기 점검이 가능하다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기 점검은 흔히 말하는 학

습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주도성(Pintrich &De Groot, 1990)의 요인

중 하나이다.

연구자: 패들렛으로 영어를 쓰니까 편리한 점이 있었어?

지 ○: 네, 손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타자로 치는 게 더 쉽고 손도 아플 일도 없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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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혹시 다른 점도 있을까?

지 ○: 그리고...손으로 쓰면 이게 틀린 줄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쓰다가 거기서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틀리면 그런게...

연구자: 표시되니까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 좋은데,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었어?

지 ○: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패들렛이 좀 더 편했다? 이 정도요.

다음 인터뷰 학생은 영어 성취수준이 중인 학생으로 손으로 쓰지 않아 글씨가 이상한

친구가 없어서 보기가 편했다, 그리고 사진 등을 넣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좋다

고 이야기하였다. 패들렛은 사진, 움직이는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특히 구글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패들렛에서 바로 검색하여 사진을

함께 자신의 글과 함께 올릴 수가 있다. 글과 함께 이미지를 첨부하면 글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답변을 하였다.

연구자: 교과서 수업이랑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민 ○: 책은 그냥 손으로 글을 쓰고,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건데, 패들렛은 자기가 쓰

고 인터넷이나 그런 걸 알아보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연구자: 찾아보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민 ○: 네, 사전이나 번역기를 쓰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쓸 수 있어요.

연구자: 또 다른 점도 있어?

민 ○: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연구자: 사진을 넣으면 더 좋아?

민 ○: 더 재밌고, 눈이 더 가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의 활용뿐만 아니라 글씨 보정, 글 편집이 쉽다는 점도 하나

로 볼 수 있다. 자신이 틀린 단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자가 검토나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성에 대한 증진,

학생들이 인식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의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인식한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성을 더욱 세부적으

로 접근할 수 있었다.



- 77 -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효과성으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이해와 표

현 능력의 증대, 공유와 소통, 모델링, 게시를 통한 발표 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 인식

함을 알 수 있었다. 패들렛을 통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게

시를 보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재점검하고, 직접 말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며 영어 표현능력에서 도움을 얻었다고 하

였다. 학생들은 포스팅이라는 특별한 발표 형식을 통해 손을 들고 일어나 발표를 하는

등의 전통적인 발표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특히 다인

수 학급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발표를 듣기란 어려운 뿐더러 소수의학생들 위주의 발표

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발표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게시가 곧 발표가 된다는

형식을 통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통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주도성에서는 학생들이 패들렛을 활용하는 도구적 측면과 개인화 영어학습이라

는 내용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도구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전통적 수업 방식이 아니고 댓글을 쓰는 등의 소통으로 즐겁다, 재

밌다 등을 이야기 하였다. 학생들은 소통에서의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용적 측면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 뿌듯하다.’ 등의 학습으로서 흥미와 자신

감 그리고 학습 동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터뷰에서 개인

화 영어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내용적 측면으로 자율화를 주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수업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영어 수업에서 학생 주도성이 가장 발휘될

수 있는 순간은 학생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 이야기’일 것이다. 개인화 영어학습

을 패들렛이라는 도구와 함께 만났을 때 학생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

어 자유롭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패들렛은 온라인 도구이다 보니 자료의 활용이 자유롭고, 학생

들의 편집이 쉽다는 점에서 편리함이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성에 도움이 되었다. 이쌍

철과 김정아(201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에서 시스템의 편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내용

에서 학생들은 영어 사용에서 철자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교정표시가 있

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점검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지, 유튜브 링크, 파일

첨부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편리하여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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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결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활동을

진행하려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

경과 현장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육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요구로 현장 수업과 온라

인 수업의 블렌디드 수업에서 필요한 수업 도구와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영어 교과에서

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제시하였

다. 영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역량은 영어 교과의 가장 큰 목표이며 일상생

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소통 역량을 갖

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의 도

입이 필요하다. 이때, 개인화는 학습자들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경희, 2006).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결국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증진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

상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개인화를 활용한 영어학습의 선행연구(정은미, 2015; 신

미경, 2013; 허선희, 2010)에서도 검증이 되었다.

온라인 수업 상황 시 학습자의 학습주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수업에서 활

용이 검증되었던 도구들 중 영어 교과에 적합하고 학습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를

고려하게 되었다. 초등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사용이 쉽고,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자

유로운 패들렛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블렌디드 러

닝, 수업 도구인 패들렛, 개인화 영어 학습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고 초등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느낀 효과성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져온 학습자들

의 변화와 향후 수업 활용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6학년 2개 학급

총 58명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6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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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시의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과서 주제 등을 고려하여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

화 영어학습을 진행하고, 블렌디드 러닝이기 때문에 대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정책

과 등교 방안에 따라 병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환경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 자기

주도학습, 학습자들이 느끼는 효과성에 대해 측정 및 관찰하였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실험 수업 전과

후의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를 비교하였을 때,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의 영어이해능

력(t=3.14, p<0.1), 영어표현능력(t=3.126, p<0.1), 의사소통전략(t=2.647,

p<0.5)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이 글을 쓰고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면에서 의사소통의 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생들의 게시물을 보고 내용적 혹은 형식적 측면에서 피드백이나 모델링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영어 성취수준이 중, 하인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었

다. 패들렛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모슨 학생들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즉각적

으로 반응과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되었다.

둘째, 블렌디드 러닝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은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영어 교과의 자기주도학습의 연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패들

렛과 같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온라인 학습에는 학습자의 학습

주도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에 온라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투입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향

상에 유의미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

습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

여준다. 연구 대상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주도성 측정에서 영어자신감과 책임감, 영어학

습동기, 영어학습방법의 주도성의 3가지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

였다. 그러나, 독립적 학습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초등 학습자가 혼자 학습을 점검하고 진행하는 독립성은 힘들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활동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학습 자기주도성 신장

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송고은(2022)의 선행연구

와 같이 초등 학습자에서도 게시판 활동의 장점으로 적극적인 의견 공유와 흥미라 볼

수 있다. 29명의 학생 중 15명의 학생들이 ‘흥미, 재미’ 등으로 대답을 하였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는 상호작용의 극간이 생길 수 있는데, 패들렛은 이러한 극간을 최소

화할 수 있고, 오히려 전통적인 발표의 형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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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의견

을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흥미가 높아졌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화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내용의 자율성 제공하여 학습자

가 주인의식을 갖고, 흥미도나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연스

럽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면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이 학생들이 주도

하여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온라인에서는 교정표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다. 이는 학습자들의 메타인지의 전

략을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이끄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패들렛은 이미지,

유튜브 링크, 파일 첨부 등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이쌍철과 김정아

(2018)의 선행연구와 같이 편리성이 높아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학습자들의 흥미나 만족감을 높여 자기주도성을 고취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에서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주도성의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연구의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

현행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자

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통을 해야 하며,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소통은 학습자들이

영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나 자기주도성의 요인 중 흥미, 자신감, 동기 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소통은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에게 영어학

습에 대한 동기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화 영어학습에 대한 활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

요하다. 본 연구가 초등영어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에서의 의사소통의 학습 환경의 제

공, 교과에 적절한 온라인 도구의 활용, 학습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인화 영어

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제언

본 연구는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영어학습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영어학습은 제 2언어의 습득이라는 특수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의 의사소통의 내용적 방법으로는 개

인화를 교수·학습방법으로, 도구적 방법으로는 패들렛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과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학습은 읽기와 쓰기 표현기능에 치중되어있다.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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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말하기도 보완할 수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패들렛만을 활용하기보다는

Zoom과 같은 쌍방향 매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교사가 실시간 피

드백이 가능하고, 글을 쓸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이 내용적 측면에서의 어려

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충분한 어휘 습득, 듣기, 말하기 수업을 대면

수업 상황에서 실시하고 후속 활동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인화 영어

학습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의 학습의 양상은 영어학습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패들렛 게시가 개인화 영어학습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적는

것이 초등 학습자 수준에서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문장 구성 수준이 높았지만 영어학습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

은 절대적으로 단어량이 부족했으며 문장 구성을 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이럴 때에는

영어학습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이 또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

한,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 온라인 사전 등을 활용하여 다른 온라인 보조도구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는 학습에 대한 의욕

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 언어를 활용한 실제적 의사소통이 목적이기 때

문에 학생들에게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온라인 도구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후속 교육이다. 온라인 도구가 익

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도구를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로 타자를 입력해야 하

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영어 타자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

연구 전에도 학생들이 영어 타자를 연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

하여 타자 연습을 하였다. 패들렛 사용은 직관적이라 쉽긴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들은 함께 도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6학년 1개의 실험반과 동질성이 확보된 1개의 통제반으로 4개월간

연구 수업을 실시하였다.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했지만, 각 반의 다른 환경적 변인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는 영향이 되는 변인들을 최소화하여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본 집단만으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학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에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최소화한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란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를 제안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블렌디드 수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스마

트 기기 및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제한

점을 극복하여 초등영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초등영어교육에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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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도의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도구의 활용은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

이 되어 영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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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사소통 역량 자가평가 설문지

문

항
설문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중

간

이

다

그

런

편

이

다

아

주

그

렇

다

1
나는 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5 4 3 2 1

2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5 4 3 2 1

3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어

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5 4 3 2 1

4
나는 친구나 선생님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할 수

있다.
5 4 3 2 1

5
나는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

다.
5 4 3 2 1

6
나는 영어로 일기나 외국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를 쓸 수 있다.
5 4 3 2 1

7

나는 수업 시간 영어로 대화할 때 친구나 선생님

께서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다시

물어본다.

5 4 3 2 1

8

나는 수업 시간 영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표정, 몸동작,

그림 등)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5 4 3 2 1

9

나는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께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물어

본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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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어자기주도성 측정(SDLLRS) 설문지

문

항
설문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중

간

이

다

그

런

편

이

다

아

주

그

렇

다

1 영어 공부는 평생 필요한 것이다 5 4 3 2 1

2
나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을 보면 그냥 지

나친다.
5 4 3 2 1

3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해결하

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4 3 2 1

4 나는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5
나는 영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하

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5 4 3 2 1

6 나는 영어 공부를 혼자서는 잘하지 못한다. 5 4 3 2 1

7
내가 알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의 내용 등을 찾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4 3 2 1

8
나는 다른 아이들 보다 혼자 힘으로 더 잘 영어를

배울 수 있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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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무슨 내용을 학습할 것인

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5 4 3 2 1

10 내 영어 실력은 나만이 책임을 진다. 5 4 3 2 1

11
나는 내가 하는 영어 공부가 잘되고 있는지 아닌

지를 느낄 수 있다.
5 4 3 2 1

12
영어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면 범위의 내용 중에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도 넘어간다.
5 4 3 2 1

13 영어를 배우는 것은 즐겁다. 5 4 3 2 1

14
영어 공부할 때 새로운 방법보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습법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5 4 3 2 1

15
나는 앞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
5 4 3 2 1

16 영어 공부는 삶의 도구이다. 5 4 3 2 1

17
나는 학원(학교)에서나 혼자서나 영어 공부가 잘

된다.
5 4 3 2 1

18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영어가 앞으로 나의 미

래에 어떻게 쓰일지 종종 생각해본다.
5 4 3 2 1

19
나는 영어권(미국, 영국) 문화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5 4 3 2 1

20
나는 내 방식대로 영어를 공부해 보는 것을 좋아

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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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제1- 여름방학 동안 있었던 일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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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제2- 여행지 가는 방법 소개하기

본 차시는 한 번에 모든 게시글을 볼 수 없어 표로 그 내용을 대신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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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주제3- 장래희망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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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주제4-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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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주제5-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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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주제5- 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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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주제2: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수업 전 학습지

Where I want to go?

1.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2.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조사하여 가는 방법

을 정리해봅시다.

단, 출발은 제주 공항에서부터 합니다.

제주 공항 -> 김포 공항 : 비행기
김포 공항 -> 인천 공항 : 전철

3. 예시를 보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영어로 나타내어 봅시다.

(영어로 쓰지 못하면, 한국어로 적어도 좋고, 영어 단어 중 아는 단어만 적어도

좋습니다.)

예시

I want to go Santorini.
First, take a airplane to Kimpo airport.
Second, take a subway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ird, take a airplane to Athens.
Fourth, take a ferry or airplane to Santorini.
It's a really beautiful island.

Where I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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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주제2: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수업 후 자가평가 및 성찰 학습지

스스로 영어학습 돌아보기

1. 이번 단원을 통해 나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2. 내가 선택한 여행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3. 내가 정리한 방법을 영어로 나타내봅시다.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가고 싶은 여행지 가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5 4 3 2 1

스스로 여행지를 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나요? 5 4 3 2 1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5 4 3 2 1

제주 공항
교통수단:

김포공항
교통수단:

인천공항
교통수단: 목적지: 교통수단: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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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주제3: 장래희망 소개하기-학습 전 학습지

1. 나의 장래희망을 영어로 나타내봅시다.

예시: I want to be a teacher. (단어를 모르면 한글로 써도 좋습니다.)

2. 장래희망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어로 적어도 좋고, 한글도 좋습

니다.)

혹은 장래희망에 관하여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연습을 한다,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 등등)

3.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예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4. 내가 만들고 싶은 명함을 디자인 해 봅시다. (간단한 스케치)

Project 3
What do you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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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주제3: 장래희망 소개하기-학습 후 자가평가 및 성찰 학습지

스스로 영어 학습 돌아보기

1. 이번 단원을 통해 나의 생각에 동그라미표를 해 봅시다.

2. 나의 장래희망을 영어로 소개해봅시다.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내가 되고 싶은 장래희망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5 4 3 2 1

명함 만들기 활동은 즐거웠나요? 5 4 3 2 1
패들렛과 명함 만들기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5 4 3 2 1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나요? 5 4 3 2 1
선생님이 주신 예시를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문장을

재구성하였나요?
5 4 3 2 1

실생활에서 이 영어표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4 3 2 1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즐거웠나요? 5 4 3 2 1



- 115 -

[부록 13] 주제4: 버킷리스트 작성하기-학습 전 학습지

1. 주말 혹은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2. 나의 주말 계획 혹은 방학 계획을 영어로 적어봅시다.

(영어와 한글을 섞어도 좋고, 한글로 적어도 좋습니다.)

3. 내가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예시: I’m going to go to a BTS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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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주제4: 버킷리스트 작성하기-학습 후 자가평가 및 성찰 학습지

스스로 영어학습 돌아보기

1. 이번 학습을 통해 나의 생각에 동그라미표를 해 봅시다.

2. 나의 버킷리스트를 영어로 소개해봅시다. (모르는 단어는 한글로 적어도 좋습니다.)-배운 표현 복습하기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나의 버킷리스트를 친구들에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5 4 3 2 1
영어 버전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활동은 즐거웠나요? 5 4 3 2 1

패들렛과 버킷리스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5 4 3 2 1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나요? 5 4 3 2 1
선생님이 주신 예시를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문장을

재구성하였나요?
5 4 3 2 1

실생활에서 이 영어표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4 3 2 1
이 활동들을 통해 혼자 혹은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함께 할

때 즐거운가요?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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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주제5: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하기-학습 전 학습지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떠올려봅시다.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조사해도 좋습니다.)

2. 예시처럼 소개하고 싶은 전통문화에 대해 글을 써봅시다.

3. 쓴 글을 토대로 필요한 영어로 간단하게 써 봅시다.

종류 느낌이나 의견

우리나라 문화

특징1 특징2 특징3

예시

김치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맵지만 맛있다.

그리고 건강하며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

부채춤

한국의 전통적인 춤이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한복과 부채를

활용하여

춤을 춘다.

아주 아름답다.

예시

Kimchi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It' s spicy but delicious!

Also, it's a healthy food. I'm proud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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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주제5: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하기-학습 후 자가평가 및 성찰 학습지

스스로 영어학습 돌아보기

1. 이번 학습을 통해 나의 생각에 동그라미표를 해 봅시다.

2. 내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해봅시다. (모르는 단어는 한글로 적어도 좋습니다^^)-배운 표현 복습하기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나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내가 조사한 것을 친구들에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5 4 3 2 1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나요? 5 4 3 2 1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공부하면서 이전의 경험을 떠올렸나

요?
5 4 3 2 1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나요? 5 4 3 2 1
선생님이 주신 예시를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문장을 재구성

하였나요?
5 4 3 2 1

실생활에서 이 영어표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4 3 2 1
이 활동들을 통해 혼자 혹은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함께 할

때 즐거운가요?
5 4 3 2 1

소개 주제:



- 119 -

[부록 17] 주제6: 졸업 초대하기-학습 전 학습지

1. Let's make an invitation card!

-쓸 수 있는 만큼만, 모르면 한글로 적어도 좋아요^^

파티의 종류 • 졸업식(graduation)

파티에서 하는 일들

• have lunch / dinner (점심/저녁 식사를 하다)
• eat pizza / chicken / hamburgers (피자/치킨/
햄버거를 먹다)
• stay up late at night (밤을 지새우며 놀다)
• play games (게임을 하다)
• watch movies (영화를 보다)
• have pillow fights (베개싸움을 하다)
•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다)

Invitation(↓아래에 따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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