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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s Korean EFL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listening strategy use during communicative tasks 
in English. This study also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listening strategy factor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86 undergraduate student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adopted most often nonverbal strategies and least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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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tic-phonological orientation strategies and nonverbal strategi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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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외국어 교육 및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표어를 이용한 자유로운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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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있다. Savignon(1983)은 의사소통은 ‘표현, 해석, 협상의 지속적인 과정’으

로 정의하고,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의미에 

초점을 둔 L2 사용 기회와 즉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

한다. 구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미 이해와 전달에 문제가 생길 때 이를 극복하

기 위해 화자와 청자는 전략을 사용한다.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화자는 자신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잘 이

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Nakatani(2006)와 Nakatani(2010)는 구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사회-정의적, 유창성 기반, 의미협상, 정확성 기반, 메

시지 축소 혹은 변경, 비언어적 전략과 영어로 생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청자

가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의미협상, 유창성 유지, 

스캐닝, 요점, 비언어적, 덜 능동적인 청자, 어휘 기반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하기와 듣기 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하기 전

략과 관련된 연구(김보미, 김성연, 2015; 배태일, 2013; 정미경, 2010; 정미애, 

2012; Jung, 2000; Derwing & Rossiter, 2002; Mizaei and Heidari, 2012)가 

많았으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이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

려울 때 경험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는 듣기 전략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아

직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 학습자들이 어떤 듣기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전략

이 성별과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듣기 전

략 요인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및 상호 영향력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 어떠한 듣기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가? 

2. 학습자의 개인차 특성(성별, 전공분야,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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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3. 영어 듣기 전략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상호 영향력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2.1 의사소통 전략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Wagner & Firth, 1997:342).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을 이루는 요소들, 즉 어휘와 문법에 관

한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적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그리고 현재의 의사소통 활동이 전체 담화에

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discourse competence)과 함께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 상

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거나 또는 불충분한 언어능력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Tarone(1981:288)은 L2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목표어에 대한 언어능력과 대화상대자의 언어능력 사

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Stern(1983:411)은 의사소통 

전략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L2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의사소통 전략은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

통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Bialystok(1990)은 불어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상위 수준의 학습자들은 목표어인 불어를 이용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보통 수준의 불어 학습자들은 모국어를 이용한 전략

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Jung(2000)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의사

소통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비록 그 차이가 유의미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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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었지만 상위 학습자들이 하위 학습자들보다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

었다. 하위 학습자들이 전략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하위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미경(2010)은 학습자 수준별로 의사소통 

전략의 질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상위 학습자들은 주로 목표어를 이용

한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하위 학습자들은 모국어에 근거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정미애(2012)의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제스처나 얼굴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

성을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른 영어 말하기 전략 사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

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말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비언어적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말하기 전략 사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영어 말하기 전략 사용을 비

교한 결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둘 다 비언어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상위 그룹은 메시지 포기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으며 하위 그룹은 

영어로 생각하는 말하기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말하기 전략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상<하)를 보여준 전략은 메시지 포

기 전략(표현하고자 한 것을 포기하고 몇 개의 단어로만 말하기, 끝맺지 못하고 

말을 중단하기,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는 것을 포기하기)이었다. 

Song(2014)은 말하기 과업수행을 통해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어떤 말하기 전략

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성별에 따른 전략 사용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2.2 구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 

  구두 의사소통 전략(Oral Communication Strategy)은 Nakatani(2006)에서  

소개 되었는데, 이 용어는 읽고 쓰는 전략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전략과 구분하기 

위해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말하기와 듣기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Heidari & Alavi, 2014). 또한 Nakatani(2006)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 조사를 위해 구두 의사소통 전략 설문(Oral Communication Strategy 

Inventory; OCSI)을 개발하였다. 이 설문은 58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듣기 전략 연구  113

게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말하기를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질문하는 32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청자의 입장에서 듣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듣기 전략에 대한 26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두 의사소통 상황

에서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청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용하

는 전략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akatani의 두 범주 중 듣기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2006: 156-157). Nakatani(2006)에서는 개발된 구두 의사소통 전

략 목록을 이용하여 400명의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전략 사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중 듣기의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듣기 전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듣기전략(Nakatani, 2006)

의미 협상
Negotiation for 
Meaning 

자신이 들은 것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미를 협상
하는 전략

유창성 유지
Fluency-Maintaining

청자가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이는 전략

스캐닝 
Scanning

화자의 의도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청자가 주어와 동
사, 의문문, 그리고 화자의 발화의 첫 부분 등 보통 중요
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의 발화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

요점파악 
Getting the Gist

특정의 발화 부분에 주목하기보다 발화 전체에 주목하거
나 전체적인 의미를 추측하기 위해 화자의 맥락이나 이전
에 언급한 문장에 주목하는 전략 

비언어적 
Nonverbal 

들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화자의 시선, 얼굴 표정 
혹은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이용하는 전략

수동적
Less Active

상호작용을 향상하고자 하는 전략과는 반대되는 부정적
인 전략으로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가 모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측하고자 시도하지 않
는 전략

어휘 기반 전략 
Word-Oriented

 주로 개별 어휘에 주로 주목하는 전략

  Nakatan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대학생들은 7개의 듣기 전략 요인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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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68~4.11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7개의 요인 중에서 비언어적 

듣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미 협상 전략, 어휘 기반 듣

기 전략, 수동적 듣기 전략, 스캐닝, 정확성, 그리고 유창성 유지 전략의 순서로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구두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

자의 말을 들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두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그룹은 구두 의사소

통 능력이 낮은 그룹보다 유창성 유지 전략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구두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그룹의 참여자들은 수동적인 듣기 

전략 요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Mirzaei와 Heidari(2012)는 Nakatani(2006)

의 구두 의사소통 전략 목록 조사지를 이용하여 이란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듣기에 대

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7가지의 전략 중에서 4개의 전략-스캐닝, 요점 전략, 

비언어적 전략, 어휘기반 전략-이 구두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스캐닝 전략과 요점 전략은 의사소통에 유창한 화자들이 유창하지 

않은 화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비언어적 전략과 어휘 기반 

전략은 유창하지 않은 화자들이 유창한 화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

였다. 성별에 따른 듣기 전략들 사용 평균 비교를 한 결과, 스캐닝, 요점, 비언어

적 그리고 어휘 기반 전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학생들이 스캐닝과 

요점 전략을 반면에 여학생들이 비언어적 전략과 어휘 기반 전략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주로 의사소통 과정에

서 말하기 전략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으며 청자의 입장인 듣기 전략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Nakatani(2006)의 구두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이용한 듣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 및 다른 EFL 환경의 학습자들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구두 의사소통 전략 목록의 듣기 전략 조

사지를 이용하여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

략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듣기 전략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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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는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86명의 대학생(여학생 148

명(51.7%), 남학생 138명(48.3%)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7세

에서 28세에 이르며 평균 20.58세였다. 학년분표를 보면, 1학년이 86명(30.1%), 

2학년이 94명(32.9%), 3학년이 64명(22.4%), 4학년이 42명(14.7%) 이었다. 참

여자들의 전공분포를 살펴보면 경상계열(75명, 26%), 공과계열(43명, 15%), 인

문·사회 계열(168명, 59%)이었다. 세부 전공으로는 경영, 경영정보, 호텔관광경

영, 상경, 컴퓨터정보통신, 건축학과, 커뮤니케이션, 행정학과, 사회복지 등 다양

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언어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self-reported) 평가방식은 시험성적을 통한 평

가방식과 높은 상관관계(.74∼.8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Li, 2015), 

많은 연구들에서 자각 언어능력 평가가 언어능력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타당함

을 보여주었다(LeBlanc & Painchaud, 1985; Bachman & Palmer, 1989; 

Patri, 2002; Malabonga et al., 2005; Enright et al., 2008; Alexandria, 2009; 

Mistar, 201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보고 형식을 이용하였다. 학생들은 자

신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수준을 상(3)-중(2)-하(1)로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의 평균은 2.17(표준편차

=.751)로 중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

로 109명(38.1%)의 학습자들이 상, 117명(40.9%)의 학습자들이 중, 60명(21%)

의 학습자들이 하위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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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도구 

  3.2.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

련하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전략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의사소통 상황

에서의 듣기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첫째 주에 실시하였으며, 일주일 후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양적연

구는 286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중 면담조사에 동의한 학생들 중 10명을 임의 추출하

여 실시되었다. 

  3.2.2 설문조사 

  학습자들이 영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떠한 듣기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Nakatani(2006)가 개발한 26개 문항의 듣기 설문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설

문지 문항은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5점 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

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개 문항(24번)을 제거한 후 2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25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α=.887이었다. 

  3.2.3 면담조사 

  설문조사에 이어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한 면담조사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중 면담조사에 동의한 

학생들 중 10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화자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등에 관해 응답자들

이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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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4.1 영어 듣기 전략 사용 정도 

  

  참여자들이 영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듣기 전략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문항들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을 위해 학

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듣기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1>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듣기 전략 사용 상위 5개 
문항 M SD 

18. 화자의 시선, 얼굴표정,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인다. 3.94 .795

4. 화자가 천천히 말하거나 강조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3.93 .820

17. 이해하기 어려울 때 제스처를 쓴다. 3.87 .891

3. 나에게 친숙한 단어를 듣고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측한다. 3.84 .821

19. 화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화자에게 천천히 말해달

라고 요청한다.
3.81 .913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듣기 전략 문항 중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화자의 시선, 얼굴표정,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이는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언어적 표현들(천천히 말하거나 혹은 강조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청자에게 친숙한 단어들을 실마리로 이용하여 화자의 의

도를 추측하는 전략과 화자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

하고 있었다. 

  반면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듣기 전략 중 가장 적게 사용한 하위 5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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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듣기 전략 사용 하위 5개 
문항 M SD

15.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라도 화자의 발화에 대

해 반응하기 위하여 에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3.15 .926

25. Wh-로 시작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3.10 1.092

1. 문장이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어

에 집중한다.
3.09 1.061

16. 화자의 발음에 주의를 기울인다. 3.05 .977

13. 화자의 리듬과 억양에 주의를 기울인다. 3.00 1.024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듣기 전략 중 참여자들은 화자의 발음, 리듬, 억양에 주

의를 기울이는 듣기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상황에서 화자의 음성-음운적 정보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자의 발화 문장이 의문문인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단

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wh-의문

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전략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4.2 요인분석 및 면담조사 결과 

  듣기 전략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

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성이 0.30미만인 1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24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

(어휘기반, 의미협상, 스캐닝, 음성-음운기반, 비언어적, 정확성 지향) 듣기 전략

이 추출되었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비언어적 듣기 전략(M=3.81)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휘기반(M=3.71), 의미협상(M=3.51), 정확성

(M=3.31), 스캐닝(M=3.18), 그리고 음성-음운 기반(M=3.02) 듣기 전략 순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부가적인 설명을 얻기 위해 진행된 면담조사 결과는 각 요인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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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래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요인1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를 잘하기 위해 주로 친숙한 어휘, 강조된 어

휘와 부분 등을 근거로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고자 하는 7개의 전략들로 구성되

었다. 신뢰도는 α=.825였으며, 요인 평균값은 3.71이었다. 7개 문항의 평균값은 

3.38∼3.84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는 듣기 전략들로 구성

되었다. 

<표 3> 요인 1: 어휘기반 듣기 전략  
문항 적재치 M SD

3. 나에게 친숙한 단어를 듣고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를 추측한다.
0.771 3.84 0.821

4. 화자가 천천히 말하거나 강조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

울인다.
0.733 3.61 1.002

7. 화자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

를 추측한다.
0.709 3.72 0.84

12. 화자의 주된 포인트를 파악하고자 한다. 0.665 3.66 0.817

6. 화자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화자

에게 응답하려고 노력한다. 
0.647 3.71 0.868

9. 맥락을 바탕으로 화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예측한다. 
0.646 3.70 0.845

8. 내가 하나하나의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해할 수 없

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0.425 3.38 1.011

Cronbach α=.825                          평균: 3.71  표준편차:.602

   면담 조사결과 참여자 10명 중 7명의 참여자들이 어휘기반 듣기 전략 사용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

기 위한 근거로 문맥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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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 1: 면담 내용 
학생 면담 응답 내용 

1 꼭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대충 문맥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

2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가끔 알아들은 척 한다. 영국 발음 같은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들은 척 하기도 한다.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추측하는 편이다.

5
상황을 보면서 들리는 것은 듣고 모르는 단어는 그냥 넘어간다. 스토리가 

이해되면 그냥 넘어간다. 

6
상황에 따라 핵심을 잡아서 예측하는 편이다.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

해도 눈치 상황 문맥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7 들을 때 단어를 짜깁기해서 이해한다. 요점을 들어서 이해하는 편이다.

8

상대의 문장을 들을 때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들으려고 하지만 안 들리

는 경우가 많다. 세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냥 추측하는 편이다. 

말을 들을 때 한국어로 번역해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9 단어로 유추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추측하여 이해한다.

  다음으로 요인2는 화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화자와 화자의 의도

에 대해 협상하는 전략들이다.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자신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리며, 화자에게 쉬운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상

세한 설명이나 천천히 말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혹은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거

나, 또는 예시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들이다. 총 6개의 듣기 전략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α=.76이며 문항들의 평균값은 3.29∼3.81로 어느 정도 

높은 사용정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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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인 2: 의미협상 듣기 전략  
문항 적재치 M SD

20. 이해하기 어려울 때 화자에게 쉬운 단어를 사용해

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0.781 3.57 1.033

21. 화자가 한 말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0.751 3.36 0.895

19. 화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화자에게 천

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0.714 3.81 0.913

22. 화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반복해 달라고 

요청한다.
0.620 3.63 0.887

23. 화자가 한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음을 화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0.435 3.38 0.889

10.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화

자에게 예를 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0.368 3.29 0.993

 Cronbach α=.760    평균: 3.51  표준편차: .632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면담 조사에서도 10명의 참여자 중 9명이 의미협상 

듣기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문맥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

하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설명을 요청한다든가, 천천히 말해 달라고 

한다든가, 한 번 더 말해 줄 것을 요청하여 화자의 의미를 확인 및 점검하고자 

하였다. 7번 참여자의 경우, 위의 문항에서 언급된 의미 협상 전략이외에도 화자

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의미협상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조사를 

통해 의미협상 전략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9번 참여자의 경우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글로 써달라

고 요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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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인 2: 면담 내용 
학생 면담 응답 내용 

1

문맥에 따라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체크해서 물어본다. 이해해야 할 상황일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등의 질문은 던지

는 편이다. 말은 어휘구사 전달의 어려움이 있지만 들을 때는 대충 문맥을 맞

춰 이해한다.

2

추측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더’라는 표현을 쓴다. 못 알아들었을 

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어?’와 같은 말로 대화를 끄집어내기도 하는데 그 사

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할 때 쓴다. 짧게 말하고 길게 들을 수 있어서 좋다. 

3

‘천천히 말해달라’는 등의 표현을 자주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다’ 정도의 표현

을 하고 ‘무슨 뜻이에요?’, ‘미안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의 표현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4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럴 때 일반

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자꾸 ‘what?’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한국말의 말

하는 습관이 영향을 주어 우리말의 연장선상에서 영어로 교체되어 나오는 것 

같다. 조금 친밀한 관계가 되면 ‘천천히 말해 주세요’, ‘다시 말해 주세요’ 등의 

표현 쓰게 된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못해도 괜찮

다는 생각과 창피하다는 생각이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

다. 일단 핵심을 잡지만 전반적인 문장 구조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완벽히 이

해하지 못했을 때 확실히 물어보고 대답한다. 차라리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실

히 한 후에 대답하는 것이 낫다.

5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예를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다. 다시 확실히 

물어보고 대답한다. 그냥 추측해서 하는 편은 아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부

담감은 없다. 이해가 제대로 안되어 개입해야 하는 경우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

탁을 하지만 때로 알아듣는 척 하기도 한다. 

7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눈치껏 알아맞히거나 친구에게 

질문한다. 친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럴 때 

‘pardon’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만 ‘다시 말해달라’는 표현

을 사용한다. 

8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표정으로 표현한다. ‘pardon’ 정도를 쓰기도 한다.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다시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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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적재치 M SD

1. 문장이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어에 집중한다.
0.757 3.09 1.061

25. Wh-로 시작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특히 주의를 기울

인다.
0.685 3.10 1.092

5. 문장의 첫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 후 화자의 의도를 추측

해 본다.
0.568 3.37 0.892

26. 들을 때 문장의 주어와 동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0.600 3.21 0.976

15.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라도 화자의 발화

에 대해 반응하기 위하여 에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0.380 3.15 0.926

Cronbach α=.728  평균: 3.18  표준편차: .687

9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이해를 못했다고 표현한다. 자주 표현하는 편

이다. ‘pardon’, ‘please’, ‘sorry’ 등을 많이 사용한다. 말이 빨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천천히 다시 말해주었으면 좋겠고 모르는 단어일 경우

는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영어는 읽는 것이 훨씬 편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써달라고 한 적도 있다.

10

반응을 하는 편이다. 이야기가 긴 경우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 한 번 더 얘

기해 달라고 하고 간단한 것은 내가 알아들은 것이 맞는지를 반문하여 확인

한다. 이야기가 이어질 때 이해를 못하면 자칫 이야기의 공백이 생길 수 있

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경험했다.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등의 표현을 잘 사용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나

에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서로 이해를 잘하기 

위해 잘 표현하는 편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요인은 스캐닝 듣기 전략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의 구체적인 정보에 주목하는 듣기 전략이다. 특히 화자가 구

사하는 문장에서 첫 번째 단어, wh-의문문, 그리고 주어와 동사에 주의를 기울

이는 전략이다.  

<표 7> 요인 3: 스캐닝 듣기 전략 

  면담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참여자들은 문장의 앞부분에 집중하여 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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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뒷부분도 집중하여 듣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요인 3: 면담 내용 
학생 면담 응답 내용 

1
(문장을 들을 때) 앞과 뒷부분에 집중한다. 앞의 것을 놓칠 경우 주로 더 뒷부

분에 집중하게 된다.

2
의문문인데 한 부분을 놓쳐서 답을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 주

로 앞부분에 집중하여 신경을 많이 쓴다. 토익의 경우도 그렇다.

6

의문문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편이다. 뒷부분에 더 집중하는 편

이라서, 앞의 의문사를 놓쳐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의 것에도 

주의를 해야 답변을 잘 할 것 같다. 들는 동시에 한국어로 번역은 안되고 단어

나 의문사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한다.

  다음으로 듣기 전략요인 4는 화자의 리듬, 억양과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음

성-음운기반 듣기 전략이다. 이 듣기 전략은 참여자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듣

기 전략이다. 

<표 9> 요인 4: 음성-음운기반 듣기 전략 
문항 적재치 M SD

13. 화자의 리듬과 억양에 주의를 기울인다. 0.789 3.00 1.024

16. 화자의 발음에 주의를 기울인다. 0.747 3.05 0.977

Cronbach α=.721   평균: 3.02  표준편차: .885

  면담결과, 몇 명의 참여자들이 음성-음운 기반 듣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화자발화의 음성-음운 정보를 의미파악을 위한 보조자료로 

이용하기 보다는, 원어민의 리듬과 억양 등을 자신의 영어 발음 훈련을 위한 자

료로 학습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듣기 전략 연구  125

<표 10> 요인 4: 면담 내용 
학생 면담 응답 내용 

2
들을 때 발음 억양을 인식하고 신경 쓴다. 외국인의 혀구조가 한국인과 달라

서 똑같은 발음도 달라져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는 편이다.

4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용, 발음, 억양을 다 잘 살피는 편이다. 

7
저학년 때에는 급하게 듣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타인의 발음과 억양을 신경 

써서 듣게 된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듣기 전략 요인은 비언어적 듣기 전략으로 참여자들이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요인이다. 화자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이해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자 할 때 주로 제스처, 시선, 얼굴표정 등 비언

어적 표현에 주목하거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표 11> 요인 5: 비언어적 듣기 전략  
문항 적재치 M SD

17. 이해하기 어려울 때 제스처를 쓴다. 0.526 3.87 0.890

14. 의사소통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이해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지속 신호로 반응을 보낸다.
0.521 3.61 1.002

18. 화자의 시선, 얼굴표정,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인다. 0.504 3.94 0.795

Cronbach α=.675    평균: 3.81  표준편차: .700

   면담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제스처와 표정을 살

펴보거나, 자신이 화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

하여 이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12> 요인 5: 면담 내용 
학생 면담 응답 내용 

4 들을 때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5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면 설명을 해준다.

6 말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되기도 한다.

8 못 알아들을 때 표정으로 표현한다. 

9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제스처에 신경을 쓴다. 이해가 더 빨라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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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적재치 M SD

11. 화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국어로 번역해

본다.
0.612 3.35 1.094

2.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모두 들으려고 노력한다. 0.569 3.28 1.008

Cronbach α=.466  평균: 3.32  표준편차: .849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듣기 전략 요인은 화자가 구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

해하기 위한 전략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화자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모국어, 즉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화자가 사용

하는 모든 단어를 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전략들이다.  

<표 13> 요인 6: 정확성 지향 듣기 전략  

  면접조사 결과, 학생들은 화자가 구사하는 단어가 쉬운 경우에는 영어로 바로 

이해하나 모르는 어휘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

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요인 6: 면담 내용 
학생 면담 응답 내용 

1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는 영어로 이해하는데, 단어를 모를 때는 한국

말로 유추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일상회화에서는 영어로 이해하고 어려

울 때는 한국말로 정리해가며 듣는다.

3
외국어를 들을수록 한국말로 바꿔 생각하는 것이 줄어든다. 긴 것은 힘들고 

짧은 것은 된다. 그럴 때 조금 뿌듯해진다.

4
들을 때는 직접 영어로 이해하려고 하나 어려울 때는 한국어로 하나하나 단계

를 거쳐 이해과정을 거친다./내용 전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
들을 때 쉬운 문장은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장

일 때는 한국어를 개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한다.

9

듣고 나서 이해할 때는 한국말로 개입시켜 이해한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

린다. 이럴 때 생기는 공백이 불편하여 ‘음...’ 등으로 시간을 벌기도 한다. 이

것은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하다.

10
한국어로 번역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를 때는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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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듣기전략 설문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및 면담조사 결과를 통해 

6가지 듣기전략 요인들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듣기전략은 비언어적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휘기반, 

의미협상, 정확성 지향, 스캐닝, 그리고 음성-음운 기반 전략이었다. 아울러 학생

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담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성별에 따른 듣기 전략 사용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학생(138명)과 여학생(148명)의 듣기 전략 사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별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는 성

별에 따른 의사소통 듣기 전략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듣기 전

략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5> 성별에 따른 요인별 듣기 전략 사용 
성별

어휘
기반

의미
협상

스캐닝
음성-
음운기반

비 언 어
적

정확성 
지향

전체 

남 

(N=138)

3.64

(.66)

3.46
(.69)

3.19
(.76)

2.99
(.94)

3.70
(.74)

3.43
(.88)

3.44
(.57)

여 

(N=148)

3.77
(.54)

3.56
(.58)

3.18
(.61)

3.05
(.83)

3.91
(.64)

3.21
(.81)

2.52
(.40)

t -1.940 -1.336 .021 -.585 -2.582 2.292 -1.287

p .053  .183 .983  .559 .010**  .02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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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들 중에서 남녀 학습자들의 듣기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요인은 비언어적 듣기 전략(남<여)과 정확성 지향 듣기 전략(여<남)이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들을 개별적으로 남녀 학습자들의 사용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에서와 같이 5개의 개별 듣기 전략에 있어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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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성별에 따른 개별 듣기 전략 사용
요인 문항 남 여 t p

어휘

기반   

4. 화자가 천천히 말하거나 강조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3.83

(.89)

4.02

(.74)
-2.01 .045*

8. 내가 하나하나의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

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3.25

(1.02)

3.51

(.99)
-2.19 .029*

의미

협상 

19. 화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화

자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3.68

(.93)

3.93

(.89)
-2.34 .020*

비언어

14.의사소통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이

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속 신호로 반

응을 보낸다.

3.46

(1.05)

3.76

(.04)
-2.56 .011*

18. 화자의 시선, 얼굴표정, 제스처에 주의

를 기울인다.

3.84

(.87)

4.03

(.71)
-2.07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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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개별 듣기 전략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남<여)를 보여주었다. 

어휘 기반 듣기 전략 요인 중에서 화자가 하는 말을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신경 쓰지 않고 화자가 천천히 말하거나 강조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

울이는 전략, 의미협상 듣기 전략 중 화자가 한 말을 이해 할 수 없을 때는 화자

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듣기 전략, 그리고 비언어적 듣기 전략 즉 화

자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속 신호로 반응하거나 화자의 시선, 

얼굴표정이나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이는 듣기 전략들을 남학생 집단 보다 여학

생 집단이 유의미한 정도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4.4 전공계열에 따른 듣기 전략 사용

 

  전공계열별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계열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경상, 공과, 인문사회 계열의 학습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듣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3개 계열 모두에서 공통적

으로 비언어적, 어휘기반, 의미협상, 정확성 지향, 스캐닝, 음성-음운 기반 듣기 

전략의 순서로 듣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계열별 요인별 듣기 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또한 계열에 따라 개별 듣기 전략 24

개 문항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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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계열에 따른 요인별 듣기 전략 사용

계열별 어휘기반 의미협상 스캐닝
음성-음운기

반
비언어적 정확성 지향 전체

경상

(N=75)

3.75

(.53)

3.50

(.67)

3.16

(.66)

3.04

(.97)

3.80

(.73)

3.37

(.73)

3.49

(.46)

공과

(N=43)

3.88

(.50)

3.51

(.51)

3.07

(.67)

2.78

(.78)

3.90

(.68)

3.28

(.93)

3.49

(.38)

인문사회

(N=168)

3.64

(.65)

3.51

(.65)

3.23

(.70)

3.08

(.87)

3.79

(.69)

3.30

(.88)

3.47

(.52)

4.5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른 듣기 전략 사용  

  학습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전

략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여섯 개 요인 중 비언어적 전략 요인

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요인에서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 상위 수준의 학습자들

이 중하위 그룹 학습자들에 비해 듣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듣기 전략의 경우 중위 그룹의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위 그룹 그리고 하위 그룹이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자각 영어 능력 수준별 듣기 전략 사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위 그룹의 학습자들이 중

위 그룹이나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보다 듣기 전략을 유의미한 정도로 더 많이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개 요인 중에서 2개 요인(의미협상, 음성-음운 기

반)이 상위그룹의 듣기 전략 사용 평균과 하위 그룹의 듣기 전략 사용 평균에 있

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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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른 요인별 듣기 전략 사용
영어능력수준 어휘기반 의미협상 스캐닝 음성-음운기반 비언어적

정확성 

지향
전체 

하위(60)
3.53

(.74)

3.33

(.65)

3.06

(.76)

2.71

(.93)

3.72

(.82)

3.19

(.91)
3.32(.57)

중위(117)
3.75

(.50)

3.52

(.65)

3.21

(.60)

2.98

(.84)

3.90

(.65)

3.32

(.81)
3.51(.42)

상위(109)
3.76

(.61)

3.59

(.59)

3.23

(.73)

3.24

(.86)

3.76

(.68)

3.39

(.85)
3.54(.50)

유의미한 

차이 

F=3.308

p=.038

하<상*

F=3.489

p=.032

하<상*

-

F=7.618

p=.001

하<상**

- -

F=1.006

p=.011

하<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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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각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개별 듣기 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7개의 개별 듣기 전략 사용에서 자각 영어능력 수준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19>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따른 개별 듣기 전략 사용
요인 문항 하위 중위 상위 F p 비고

어휘

기반

7. 화자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바탕

으로 화자의 의도를 추측한다.

3.47

(.95)

3.80

(.66)

3.78

(.93)
3.64 .027 하<중*

12. 화자의 주된 포인트를 파악하고자 

한다.

3.42

(.98)

3.68

(.80)

3.77

(.72)
3.79 .024 하<중*

의미

협상

10.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화자에게 예를 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2.97

(1.06)

3.23

(1.03)

3.53

(.86)
6.91 .001 하<중*

스캐닝

15.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라도 화자의 발화에 대해 반응하기 

위하여 에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2.88

(.98)

3.19

(.95)

3.26

(.85)
3.37 .036 하<중*

음성-

음운

기반

13. 화자의 리듬과 억양에 주의를 기울

인다.

2.68

(1.13)

2.90

(.98)

3.28

(.95)
7.74 .001

하<중*

중<상*

16. 화자의 발음에 주의를 기울인다.
2.73

(.99)

3.07

(.99)

3.21

(.09)
4.77 .009 하<중*

비언

어적
17. 이해하기 어려울 때 제스처를 쓴다. 

3.85

(.99)

4.02

(.84)

3.72

(.87)
3.10 .046 상<중*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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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기반 듣기 전략 요인 중에서 화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는 듣기전략을 중위그룹의 학습자들이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 보다 유의미

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화자의 주된 포인트를 파악하고자 하는 듣기 전

략의 경우에도 상위 그룹의 학습자들이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화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시를 들어 달라고 요청

함으로써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전략은 상위 그룹의 학습자들의 하위그룹

의 학습자들 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그룹 학습자

들은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라도 화자의 발화에 대해 반응하기 위

하여 에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듣기 전략을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 보다 상위 

그룹의 학습자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음성-음운 기반 듣기 전략 요

인 중에서 화자의 리듬, 억양과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듣기 전략을 상위 그룹 

학습자들이 다른 그룹의 학습자들 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비언

어적 표현인 제스처를 사용하는 듣기 전략은 중위 그룹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

며,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상<중)를 보여

주었다. 

4.6 영어듣기 전략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다음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 요인들 사이, 그리고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0> 듣기전략 요인들과 의사소통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어휘기반 의미협상 스캐닝

음성-음운

기반
비언어적

정확성 

지향

어휘기반 1

의미협상 .421** 1

스캐닝 .460** .342** 1

음성-음운기반 .344** .344** .428** 1

비언어적 .633** .481** .438** .334** 1

정확성 지향 .266** .326** .410** .207** .252** 1

자각 영어능력 .128* .147* .088 .226** -.002 .08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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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 요인들 사이에서 어휘기반과 비언어적 전략

의 상관관계가 .63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미협상과 비언어적 전략

의 상관관계는 .481, 어휘기반과 스캐닝 전략의 상관관계는 .460 순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볼 때, 화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휘를 기반으로 화자

의 의도를 추측하고자 하는 전략들(친숙한 단어를 듣고 화자의도 추측하기, 강조

하는 단어에 주의 기울이기, 앞선 발화내용으로 추측하기, 맥락으로 추측하기 

등)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추측에 도움을 받기 위해 비언어적 전략들

(이해하기 어려울 때 제스처로 표현하기, 화자의 얼굴표정이나 제스처에 주의 기

울이기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쉬운 단어나 부가설명, 반복 

등을 요청하는 의미협상 전략을 사용하는 동시에 비언어적 전략도 주로 함께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휘에 집중하는 

어휘기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캐닝 전략(첫번째 단어

에 집중하기,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집중하기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듣기전략 요인들과 자각 의사소통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록 낮은 정도이

기는 하나 어휘기반, 의미협상, 음성-음운기반 듣기전략과 긍정적인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언어적 듣기전략은 영어능력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각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학생일

수록 비언어적 듣기전략을 다소나마 적게 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4.7 듣기전략 요인들 사이의 상호 영향력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영어듣기전략 각 요인들을 사용하는 정도가 자신이 평가하는 영어의사소통 

능력과 어떤 영향력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간 회귀식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종속변수로 두

고, 영어듣기전략의 6가지 요인(어휘기반, 의미협상, 스캐닝, 음성-음운기반, 비

언어적, 정확성 지향 전략)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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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예견하는 듣기전략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검정 결과 
변수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1.36 .32  4.30(.000)

음성-음운기반  .18 .06  .21  3.25(.001)

비언어적 -.23 .09 -.22 -2.77(.006)

통계량 R2=.09, ΔR2=.07, F=4.31, p=.000
  

    

  분석결과, 음성-음운기반 듣기전략과 비언어적 듣기전략이 자각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예견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성-음운기반 전략

(화자의 리듬과 억양, 발음에 주의를 기울임)은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력을 갖는 반면, 비언어적 전략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덧붙여, 비언어적 전략이 음성-음운기반 전략 보다 더 큰 상대적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음성-음운론적 정보를 많이 이용하여 듣

는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반면 

언어적 정보를 통해서 보다는 비언어적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6개의 듣기 전략들 사이에서 각 전략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나머지 5

개의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전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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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각 전략요인을 예견하는 전략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검정 결과 
종속변수 예측변수 B 표준오차 β t (p) 통계량

어휘기반

스캐닝 .15 .05 .18 3.19(.002)
R2=.46, 

ΔR2=.45, 

F=47.05, 

p=.000
비언어 .41 .05 .48 8.96(.000)

의미협상

음성-음운 .11 .04 .16 2.83(.005) R2=.31, 

ΔR2=.30, 

F=25.49, 

p=.000

비언어 .27 .06 .30 4.53(.000)

정확성

지향
.13 .04 .18 3.28(.001)

음성-음운

기반

스캐닝 .39 .08 .30 4.79(.000) R2=.24, 

ΔR2=.23, 

F=17.73, 

p=.000
의미협상 .25 .09 .18 2.83(.005)

스캐닝

비언어 .15 .06 .16 2.43(.016)
R2=.38, 

ΔR2=.37, 

F=34.10, 

p=.000

정확성

지향
.21 .04 .26 5.18(.000)

어휘기반 .23 .07 .20 3.19(.002)

음성-음운 .19 .04 .25 4.79(.000)

비언어

어휘기반 .54 .06 .47 8.96(.000) R2=.47, 

ΔR2=.46, 

F=50.35, 

p=.000

의미협상 .25 .06 .23 4.53(.000)

스캐닝 .14 .06 .13 2.43(.016)

정확성 

지향

의미협상 .28 .09 .21 3.28(.001)
R2=.21, 

ΔR2=.19, 

F=14.72, 

p=.000
스캐닝 .41 .08 .33 5.18(.000)

  듣기전략 각 요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영향력 관계가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면, 요인1 어휘기반 전략에 대해서는 스캐닝 전략(t=3.19)과 비언어적 

전략(t=8.96)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어휘기반 전략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47.0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46으로 4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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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략(β=.48)이 스캐닝 전략(β=.18)보다 어휘기반 전략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2 의미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음성-음운 전략(t=2.83), 비언어적 전략

(t=4.53), 그리고 정확성 지향 전략(t=3.28)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5.4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1로 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비언어적 

전략(β=.30)이 정확성 전략(β=.18) 및 음성-음운 전략(β=.16)보다 의미협상 전

략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3 음성-음운기반 전략의 경우에는, 스캐닝 전략(t=4.79)과 의미협상 전략

(t=2.83)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7.7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4로 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예측요인 중에서 스캐닝 전략(β

=.30)이 의미협상 전략(β=.18)보다 음성-음운기반 전략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4 스캐닝 전략 사용에는 비언어적 전략(t=2.43), 정확성 지향 전략

(t=5.18), 어휘기반(t=3.19), 그리고 음성-음운 전략(t=4.79)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4.1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8로 38%의 설명력을 보이

고 있다. 이들 예측변수 중에서 정확성 지향 전략(β=.26)이 음성-음운기반 전략

(β=.25), 어휘기반 전략(β=.20), 비언어적 전략(β=.16)보다 스캐닝 전략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5 비언어적 전략 사용에는 어휘기반 전략(t=8.96), 의미협상 전

략(t=4.53), 그리고 스캐닝 전략(t=2.43)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50.3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47로 4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예측변수 중에서 어휘기반 전략(β=.47)이 의미협상 전략(β=.23) 및 스캐닝 

전략(β=.13)보다 비언어적 전략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5 정확성 지향 전략의 경우에는, 의미협상 전략(t=3.28)이 스

캐닝 전략(t=5.18)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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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4.7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1로 2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예측요인 중에서 스캐닝 전

략(β=.33)이 의미협상 전략(β=.21)보다 정확성 지향 전략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5가지 듣기전략 요인들을 사이의 상호 영향력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화살표는 영향을 끼치는 전략들 중 다

른 전략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예측변수를 나타낸다. 

<그림 1> 듣기전략 요인들 사이의 상호 예측 요인과 영향력 관계

  위 그림은 <표 22>에서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듣기전략요인 사이의 영

향력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를 살펴보면, 화자의 시선이나 표정, 제스

처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략과 같은 비언어적 듣기 전략은 어휘기반 전략(추측), 

의미협상 전략(요청), 스캐닝 전략(의문문, 주어-동사 구조 파악)의 사용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어휘기반과 의미협상 전략에

는 다른 전략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시 세부

사항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친숙한 단어나 강조되는 단어등을 기반으로 

화자의 의도를 ‘추측’해 보려고 노력하는 등의 어휘기반 전략과 화자에게 천천히 

또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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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전략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휘기반 전략

을 살펴보면, 이는 비언어적 전략과 스캐닝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협상전략은 비언어, 정확성 지향, 음성-음운 전략 사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스캐닝 전략은 음성-음운, 어휘기반, 비언어, 정확성 지향 

전략 사용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확성 지향 전략은 스캐닝

과 의미협상 전략에, 음성-음운 전략은 스캐닝과 의미협상 전략에 유의미한 정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간의 영향력 관계를 볼 때, 전략

요인들은 각각 분절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학생들은 화자의 말을 이해하

기 위해 화자의 시선, 얼굴표정,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이는 비언어적 듣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자의 발음이나 리듬, 억양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략은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의사소통 듣기전략 24개 

전략들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6개의 요인, 즉 어휘기

반, 의미협상, 스캐닝, 음성-음운기반, 비언어, 정확성 지향 전략이 추출되었다. 

6개의 전략 요인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듣기전략은 비언어

적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휘기반, 의미협상, 정확성 지향, 스캐

닝, 그리고 음성-음운 기반 전략이었다. 또한 면담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비언

어적 듣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결과는 Nakatani(2006)과 Mirzaei와 

Heidari(2006)에서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듣기 전략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남녀 학습자들

의 듣기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요인은 비언어적 듣기 전략(남

<여)과 정확성 지향 듣기 전략(여<남)이었다. Mirzaei와 Heidari(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언어적 듣기 전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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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듣기 전

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준별로 듣기전략 사용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상위 그룹

의 학습자들이 중위 그룹이나 하위 그룹의 학습자들보다 듣기 전략을 유의미한 

정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준별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Nakatani(2006)와 Mirzaei와 Heidari(2006)의 선행연구

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6개의 요인 중에서 2개의 요인(의미협상, 음성-음운 

기반)이 상위그룹의 듣기 전략 사용 평균과 하위 그룹의 듣기 전략 사용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영어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듣기 전략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휘기반과 비언어적 전략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의미협상과 비언어적 전략, 어휘기반과 스캐닝 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듣기전

략 요인들과 자각 영어 의사소통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록 낮은 정도이기는 

하나 어휘기반, 의미협상, 음성-음운기반 듣기전략과 긍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비언어적 듣기전략은 영어능력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비언어적 듣기전략을 적게 쓰

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영어듣기전략 각 요인들을 사용하는 정도가 자신이 

평가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어떤 영향력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음성

-음운기반 전략(화자의 리듬과 억양, 발음에 주의를 기울임)은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반면, 비언어적 전략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언어적 전략이 음성-음운기반 전략 보다 더 큰 상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음운론적 정보를 많이 이용하여 듣는 학습자

일수록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반면 언어적 정

보를 통해서 보다는 비언어적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

습자일수록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6개의 듣기 전략들 사이에서 각 전략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나머지 5

개의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전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결과, 각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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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화

자의 말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듣기 전략의 사용은 5점 

척도에서 3점이상(평균=3.02~3.81)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의 사용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인지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Nakatani, 2005). 또한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적인 수업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aivanpahan & 

Yamouty, 2009;Kongsom, 2009;Maleki, 2007).  

  따라서  의사소통 전략 교육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듣기 전략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듣기 전략 

사용에 익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교육에

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은 비언어적 듣기 전략

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더 많은 비언어적 듣

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비언어적 듣기 전략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영어 

능력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므로, 비언어적 듣기 전략의 사용에 전적으로 의

존하기 보다는 언어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

위 그룹 학습자들은 중상위 그룹 학습자들보다 구두 의사소통 듣기 전략을 적게 

사용하므로, 하위 그룹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듣기 전략의 사용을 더욱 강조하

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위 그룹 학습자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하는 

어휘기반, 의미협상, 음성-음운 기반 듣기 전략의 사용에 관한 교육이 하위 그룹 

학습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의 두 지

역에서 제한된 숫자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한국 대학생들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지역 및 대

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의 검증을 

위해 실제 의사소통 수업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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