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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 Da-Un and Kyungja Ahn. 2020. A systemic review on English language 
learner autonomy.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19-43.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nalyze research articles on English language 
learner autonomy in academic journals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published in 
South Korea in recent 20 years. A total of 90 artic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periods, participants, methods, and them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learner autonomy research has increased since 1998. The favor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followed by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Recently mor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mixed level 
students, teachers, and experts. Mixed and quantitative methods were evenly 
dominant research methods, but mixed methods have been more popular in recent 
years. In terms of research them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eared most 
often, while there emerged a variety of themes such as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to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extbook analysis and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s as well as the concept of learner autonomy, learners’,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learner autonomy. Based on the findings, 
important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regarding 
English learner autonom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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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학교 교육에서 배움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수업이 주목을 받으며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급변하는 최근의 사회적, 교육적 맥락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필요
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
습에서도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 학습하는 자율성이 
필요하다(Cotterall 1995, Ellis and Sinclair 1989).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어를 사용할 기회
가 제한적인 EFL 환경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목표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연습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이 더욱 요구된다(김금선 2010, Crabbe 1993).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자율성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고, 멀티미디어 
및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학습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고 원격수업이 가능
해지면서 그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
교 수업이 원격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되면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학
습자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학습자 자율성은 우리나라에서 학습자 자기주도성,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핵심역량의 하나인 ‘자기관리역량’에 자기주도학습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자기주
도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고 영어교육에서도 관련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습자의 자율성 관련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영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자율성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고
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전
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영어 학습자의 자기관리역량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자율성 신장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학습자의 영어 학습능력 및 영어능력 신장에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최근의 교
육적 맥락을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영어교육 현장의 발전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 구성 요소,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자율성은 197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현대 언어 프로젝트(Modern 
Language Project)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개념이다. 보고서에서는 성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당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던 자기주도학습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Benson 2011).

자기주도학습은 1960년대 성인 교육에서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평생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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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Knowles(1975)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자원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정 및 적
용하며, 자신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p. 18). 즉, 학습 필요 진단에서부터 목
표 설정, 학습 방법, 학습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과정을 세분화하여 홍기칠(2004)은 “개별 학습자가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
습요구와 동기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
지적, 행동적, 동기적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
는 과정과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p. 82).

학습자 자율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
력으로 간주되었다(Holec 1981). 또한, Benson(2011)은 학습자 자율성을 자기주도학습의 자연스
러운 산물로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는 능력이라고 보면서 학습자 자율성을 학습자의 특성으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배움의 방식으로 구
분하였다. 학습자 자율성은 다양한 수준의 능력이고, 자기주도학습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학습
자가 더 혹은 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오마리아(2015)는 학습자 자율성이 서구에서 발생한 개념이기에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
르게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지역, 문화, 국가 등에 적합한 외국어 학습자 자율성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자 자율성은 ‘자기관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자기관리역량이란 “영
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이다(p. 3). 

학습자 자율성은 지금까지 제시한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능력이
므로 그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학습자 자율성의 구성 요소로 
Nunan(1996)과 장옥희(2006)는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 책임감, 학습에 대한 태도를 지목하였
고, Scharle과 Szabo(2000)는 내적 동기와 자신감, 자기평가, 학습전략 사용, 소속감, 교사와 학
생 역할 분담과 학습활동 선택을 제시하였다. Cotterall(1999)은 자긍심, 교사의 피드백, 학습전략
에 연계된 학습행동, 언어학습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자율적 외국어 학습 행동으로 나타나며 자율
적이고 긍정적인 외국어 학습태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기평가 또한 학습자 자율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학습자들이 학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성과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학습태도,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신장시킨다(Benson 2011, Brown and 
Hudson 1998, Dickinson 1987, Gardner and Miller 1999)고 주장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자기관리역량’의 하위요소로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관리 및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 자율성의 구성 요소를 분류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는데 홍기칠(2004)은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력(기본 학습능력, 인지전략, 상위인지
전략)과 창의성, 행동적 영역에서는 자율성(행동 통제, 학업 시간 관리, 도움 구하기)과 자기평가, 
그리고 동기적 영역에서는 개방성, 자아 개념 및 자아 효능감, 그리고 내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채희숙과 정양수(2013)는 학습자 자율성의 구성 요소를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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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학습 책임감과 자신감, 행동적 측면에서는 학습전략 훈련을 위한 상위인
지전략 사용,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각각 포함되었다. 이경미와 김혜련(2019)
은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인지, 학습 주도성, 동기, 행동 통제, 학습전략, 책임감이
라는 6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Benson(2011)은 자료 기반 접근법, 테크놀로지 
기반 접근법, 학습자 기반 접근법, 교사 기반 접근법, 교실 기반 접근법, 교육과정 기반 접근법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자료 기반 접근법은 자율학습센터, 원격수업, 자기 교수 등 학습자가 학습 
자료, 장소, 속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창기 학습자 자율성 
연구가 이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테크놀로지 기반 접근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인터
넷, 웹기반 교수·학습 및 CALL(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과 
MALL(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의 학습자 자율성 신장 방법까지 포함한다. 학습자 
기반 접근법은 학습자의 심리 변화와 행동 변화를 통해 학습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어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분석하
며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접근법이다. 교사 기반 접근법은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사
의 역할과 교사교육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교실 기반 접근법은 교실 학습에서의 계획과 평가에 
대한 결정에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법이며, 교육과정 기반 접근법은 교수·학습 내용과 학
습 과정에 대해 학습자가 교사와 협력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접근법이다. 

지금까지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 구성 요소,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여러 연구의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학습자 자율성은 자기주도학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역량’과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 구성 요소와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
다.

2.2 선행 연구

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systemic review)은 진영은과 이진욱(2007)이 
자기주도학습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 연구 대상은 석·박사 학위 논문, 학
술지 논문, 학교 현장의 운영보고서로 총 128편이 분석되었다. 연구 방법에 따라, 이론, 양적, 질
적 연구로 분류하고 양적 연구의 주제를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단 척도의 개발, 자기주도 학습능력
과 관련된 학습자 요인 분석,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분석, 자기주도학습을 위
한 교수 방법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자 임의로 자기주도학습이 규정되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양적 연구가 많아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면밀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몇 가지 지엽적인 능
력이나 기술, 기법으로 자기주도학습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력자, 
안내자, 촉진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선언적 수준에서 강조될 뿐 무엇을 어떻게 조력하고 안내하고 
촉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바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는 Ou(2017)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내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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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학습자 자율성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자율성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
가하였고, 연구 주제는 학습자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학습자 자율성 평가 방법, 학습자 
자율성 신장 방법, 교사·학생 훈련, 자율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었다. 실험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 다양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역별 학교별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고, 학습자의 자율성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교육적인 맥락에서 학습자 자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연구에서는 영
어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논문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하며 궁극적으로는 영
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논문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교육 관련 
논문 중 학습자 자율성, 자기주도학습, 자기관리역량을 주제로 하였다. 논문의 제목, 초록, 주제어
에 학습자 자율성, 자기주도학습, 자기관리역량, learner autonomy, self-directed learning, 
self-management competence 등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중에서도 학습자 자율
성과 관련이 적은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자율학습센터, 자기결정 교수학습 모
형을 주제로 한 논문 중 학습자 자율성과 연관성이 높은 논문을 포함시켜 총 90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2. 연구 분석 방법

선정된 90편의 논문을 출판 시기,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논문 출판 시기를 5년 단위로 나누어 2000년 이전,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
년~2015년, 2016년~2020년이라는 총 5개 시기로 분류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은 크게 학생, 교
사로 나눈 후,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년(3~4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구분하였다. 여러 학년
과 학교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
으로 한 연구 또한 별도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나누었고, 혼합 연구는 사용된 연구 방법의 비중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는 표 1과 같이 세 가지 범위로 분류하였고, 진영은과 이진욱(2007), 
Benson(2011)의 구분을 참고하여 대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 대상을 주제에 따라 코딩한 후 
중분류와 소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하나의 논문에서 여러 주제를 다룬 경우 더 비중 있게 다룬 
주제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블렌디드 러닝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테크놀로지가 활용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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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연구의 목적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교수법에 초점을 둔 것이면 교수법/자료의 효과 분
류에 포함하였다. 김혜영과 김민진(2009)의 경우는 관련 학습자 요인이라는 주제가 좀 더 비중이 
높아 이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 연구에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 도구가 사용되어 이를 해당 주제
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표 1. 학습자 자율성 관련 연구 주제 분류
연구 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 활용 CALL, 인터넷, 멀티미디어, EBS
교수법/자료의 효과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학습전략, 자기평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공인영어시험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검사
관련 학습자 요인 동기, 자기효능감, 자신감, 책임감, 상위인지전략 사용

교과서 분석 및 
교수·학습 모형  

교과서 분석 교과서, e 교과서(CD-ROM)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모형·교재·단원 개발

학습자 자율성 개념 
및 인식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 학습자 자율성과 학습자 정체성/교실 담화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인식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연구 시기

영어교육에서 학습자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으로 이는 1997년 7차 교육과정에
서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초기에는 논문 편수가 많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 표 2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
을 보여준다. 1998년~2000년에는 문헌 연구(조명원 1998, Ryu 2000)와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김정렬 2000, 김한경 2000, 윤희백, 김한태 1999, 조상기, 전병만 1999)가 이루어졌다. 
2001년~2005년에는 논문 편수가 다소 늘었고 교재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김영미 2001, 안병규 
외 2005, 이재근, 이영숙 2005)가 다수 실행되었으며, 질적 연구(Oh 2002)가 처음으로 등장하였
다. 2006년~2010년에는 논문 편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연구(김혜영, 김민진 2009)와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강성
우, 이정희 2006)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2011년~2015년에는 교재 분석(임희정 
2011), 학습자 자율성의 구성요인 분석(채희숙, 정양수 2013, Lee 2014)과 학습자 자율성과 영
어 구사 능력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오마리아 2014)가 등장하였다. 2016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는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Jung 2016, Kim 2016)가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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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기별 논문 편수
1998~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합계

논문 편수 6 9 24 24 27 90
(%) (6.7) (10.0) (26.7) (26.7) (30.0) (100)

영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7차 교육과정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6년 이후 논문 편수가 크게 늘었다. 주제는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가 주를 이룬 
가운데 다양한 연구 대상과 학습자 자율성의 변인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4.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학생이 전체의 87.8%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하고 있다. 표 3에서처럼 2000년 이전의 논문에서는 그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었으며, 특정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이론적인 문헌 연구도 이루어졌다.

표 3. 시기별 연구 대상 분포
연구 대상 1998~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합계(%)

학
생

초등 3~4학년 2 1 1 3 2  9 (10.0)
초등 5~6학년 7 5 2 14 (15.6)
초등 혼합 2 1 3 (3.3)
중학생 1 2 1 2 2 8 (8.9)
고등학생 1 2 1 4 (4.4)
대학생 2 11 8 13 34 (37.8)
성인 1 1 2 (2.2)
학생 혼합 1 3 1 5 (5.6)

교사 1 3 4 (4.4)
학생, 교사/전문가 1 1 2 (2.2)
학생, 학부모 1 1 (1.1)
특정 대상 비명기 2 1 1 4 (4.4)

합계 6 9 24 24 27 90 (100.0)

2006년과 2010년 사이에는 대학생 대상 연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초등학생 중에서는 5~6학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여러 학년 간, 학교급 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양상을 비교한 
연구가 다수 등장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전문가, 학생과 교사로 연구 대상의 폭을 넓히려
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행되었다.

고등학생 대상 연구는 그 숫자도 가장 적은 데다 2011년 이후로는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대학입시가 강조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습자 자율성에 관심을 두기 어려
운 현실이라고 진술하였다(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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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대상을 혼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 연구는 줄어들고 있고,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 또한 최근 10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습자 
자율성이 주목받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급의 학생에 비해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김혜영, 김민진 
2009, 김혜영, 김은화 2012, 윤혜민, 이진화 2014),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다른 
변인과의 관계 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횡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장기간의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종단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진 바가 없어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 자율성 변인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양적, 질적, 혼합 연구로 구분하여 90편의 논문을 분류하였다. 혼합 연구는 
주로 사용된 방법과 부차적으로 사용된 방법을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시기별 연구 방법 분포
연구 방법 1998~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합계(%)
문헌 연구 2 2 1 5 (5.6)
양적 연구 3 3 11 13 8 38 (42.2)
질적 연구 1 5 2 3 11 (12.2)

혼
합

양적+질적 (동일) 2 4 3 2 11
양적(주)+질적(부) 1 1 1 12 15
질적(주)+양적(부) 1 2 5 1 9
문헌(주)+질적(부) 1 1

소계 1 3 8 9 15 36 (40.0)
합계 6 9 24 24 27 90 (100.0)

전반적으로 혼합 연구의 비중과 양적 연구의 비중이 비슷하나 시기별로 살펴보면 양적 연구는 
초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6년 이후 연구에서는 혼합 연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질
적 연구는 2006년~2010년 사이 그 수가 늘었으나 최근 10년간은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신 혼합 연구를 통해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4.4.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교수·학습 방법이 전체 논문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관련된 논문은 전체의 21.2%이고, 교재 개발 및 교수·학습 모형 연구는 14.4%,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관련된 학습자 자율성 개념 및 인식 관련 연구는 8.9%이다. 주제별 논문의 
출판 시기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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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기별 연구 주제 분포
연구 주제 1998~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소계(%) 합계대분류 중분류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 활용 2 2 7 1 2 14 (15.6) 50 (55.6%)교수법·자료의 효과 2 1 13 11 9 36 (40.0)
자기주도
학습능력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 1 1 4 6 (6.7)
19 (21.2%)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1 3 1 5 (5.6)

관련 학습자 요인 1 2 3 2 8 (8.9)
교과서 분석 및 
교수·학습 모형  

교과서 분석 1 1 2 (2.2) 13 (14.4%)교수·학습 모형 3 1 3 4 11 (12.2)
학습자 자율성
개념 및 인식

학습자 자율성 개념 2 1 3 (3.3) 8 (8.9%)학습자·학부모·교사 인식 1 4 5 (5.6)
합계 6 9 24 24 27 90 (100.0) 90 (100.0)

분석 대상 논문 중 영어교육의 4가지 언어기능 등 주요 영역과 관련된 논문을 선택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 영역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80%)이며, 그 중에서도 이해 기능인 읽기
(17.1%)와 듣기(14.3%)에 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학습자 자율성과 
공인영어시험 점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으며, 2016년 이후 연구에는 표현 기능인 말하
기, 쓰기 관련 연구와 문법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두 개 이상 영역에 대한 연구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김금선, 김태은, 김혜영, 차경환 2011, 신
재한 2007), 읽기와 쓰기(김태은 2012a), 듣기와 읽기(배지영 2013), 읽기와 어휘(서효정 배지
영, 2015), 어휘와 문법(Kim and Chun 2008)이며, 세 영역의 혼합은 듣기, 말하기, 쓰기와 관련
된 연구(정영랑, 최희경 2011)가 있다. 

표 6. 시기별 연구 주제 관련 영어교육 영역 분포
관련 영역 1998~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합계(%)

단일 
영역

듣기 1 3 1 5 (14.3)
말하기 2 2 (5.7)
읽기 1 4 1 6 (17.1)
쓰기 2 1 2 5 (14.3)
어휘 1 1 (2.9)
문법 2 2 (5.7)
공인영어시험 1 2 3 6 (17.1)
문화 1 1 (2.9)

두 영역 2 4 6 (17.1)
세 영역 1 1 (2.9)

합계 1 2 11 11 10 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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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영어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연구와 테크놀로지 이외에 교수법, 자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4.4.1.1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연구의 흐름이 달라졌다. 초기에는 어학실습실 
이용 교육의 효과(박혜영, 김성연 2005, 윤희백, 김한태 1999)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김정렬(2000)의 웹기반 자기주도학습 연구 이후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이용한 연구(김수
은, 오마리아 2010, 김진아, 오마리아 2015, 김현숙, 박은영 2007, 방영주 2006, 배지영 2013, 
오마리아 2006, 장옥희 2006, 조진현 2012, Kim 2010a, 2010b, O 2008), CALL 프로젝트를 통
한 연구(Chong 2003)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듣기, 읽기와 같이 이해 기능에 관한 연구(박혜영, 김성연 2005, 장옥희 2006, Kim 
2010a, 2010b, O 2008)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블로그 활용 글쓰기(최와니, 이재희 2010), 미디
어 테크놀로지 활용 말하기(Kim 2018), 디지털 교과서 활용 쓰기(김인옥 2019)와 같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표현 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4.4.1.2. 영어 교수 방법 및 자료의 효과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학습전략 지도, 학습 
계약, 자기평가, 학습 자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실행되었다. 

먼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러닝은 자기주도 학습능력
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 향상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나
타내었다. 정동빈과 강시경(2008)은 블렌디드 러닝이 쓰기 성취도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고 한 반면, 한지희와 임희정(2011)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읽기 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김예나래와 표경현(2017)은 플립러닝이 학습자들의 자
기주도학습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이나 장기적인 학업 성취도 증진에 대한 영향을 밝
히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학습전략은 O’Malley와 Chatmot(1990)에 의해 인지적 전략, 상위인지적 전략, 사회·정의
적 전략으로 구분되며 여러 연구에서 각 전략간 상호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어휘(이미나 2014), 읽기(서효정, 배지영 2015) 영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듣기(조진현 
2012), 읽기(이화자, 손화자 2007), TOEIC(김인영 2016) 영역에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학습전략 지도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
였다. 조진현(2012)은 웹기반 자기주도 듣기 학습 환경이 학습자들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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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로 인해 학습자들은 효과적으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이미나(2014)는 상위인지전략이 상위 집단에서만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측면에서 상·하위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박선아와 최문홍
(2015)은 지역 수준 영어교육 정책 적용 사례에서 교과서 암기와 같은 단순한 과업에서도 체계적
인 학습전략 훈련과 자기 점검 및 평가 활동이 접목되면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을 고취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상위인지전략 지도와 관련한 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계약(learning contract)을 활
용한 연구가 다수 실행되었다. 학습계약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일종의 서면 형태의 계약서로 
기술된 학습에 대한 약속으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을 촉진하는 전략의 하나이다(김현숙, 박은영 
2007). 학습계약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주며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현숙, 박은영 2007, 조은형 2015, Chang 2011).

넷째, 또 다른 상위인지전략 지도 관련 연구는 자기평가 및 자기성찰에 관한 연구이다. 강성우
와 이정희(2007)는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개월간 매 수업 시간 자기평가를 
한 결과 학습자의 자율성이 신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장정은과 표경현(2016)은 자기평가가 대학
생들의 주도성, 책임감, 창의성, 문제해결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자기평
가의 방법으로 학습일지를 사용한 Chang(2011)과 장진태(2009)는 학습일지 쓰기가 학습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적학습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영숙
(2008)은 대학생 25명의 학습 일기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 동기
와 상위인지지식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바
탕으로 상위인지지식을 형성하고, 상위인지지식은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데 활용되며, 학
습수행 중의 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상위인지지식이 형성되거나 기존 지식이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수업 자료로 실제적 자료에 관한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유도형(2015)과 조재옥(2006)은 영화 사용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지만 실제적인 자료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사의 점검과 도
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Yoo(2010)는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신
문, 잡지, 웹사이트 등에서 가져와 파트너와 협업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자율성을 신
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4.2 영어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 자기주도 학습능력 관련 학습자 변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4.4.2.1 영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

박용호와 윤지환(2013)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점수 및 설문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94,838명, 중학교 3학년 94,273명, 고등학교 1학년 11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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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인식과 성취도 점수와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업 성취 면에서 우수한 학습자일수록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그렇지 못해 자기주도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의 세부 영역 중 자기효능감 영역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영어 성
취도 점수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오희정과 이은희(2016)는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른 문법 과업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
는데 자기주도성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수업 시간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었고, 미처 풀지 못한 문
제를 수업 외 시간에 풀었으며 풀어본 문제도 다시 반복해서 풀었다.

박지영(2017)에 의하면 온라인 과제가 주어진 면대면 대학 수업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구성 요소 가
운데 학습에 대한 의지가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Ko(2018)는 학습전략 사용이 대학생의 TOEIC 읽기 영역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고, 김정태(2018)는 대학생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말하기 능력과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 간에
는 상관관계가 낮으나 자신감 요인이 말하기 점수 및 유창성 점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
인다고 하였다. 

4.4.2.2 영어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 도구로는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측정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이 널리 쓰이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SDLRS-K-96(김지자, 김경성, 유귀옥, 유길한 1996)이 개발되었다. 영어교육에서는 김성연과 김
원기(2005)가 학습자 자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실용영어능력과의 연관성을 측정하였
다. 이경미와 김혜련(2019)은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DLAS-E(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cale for elementary English learners)를 개발하였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학습자 
변인을 분석한 김혜영과 김민진(2009)의 경우는 SDLRS-K-96을 수정 보완하여 초등학생의 영
어 학습주도성을 측정하였다. 

4.4.2.3 영어 자기주도 학습능력 관련 학습자 변인

여러 학교급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김혜영과 
김민진(2009)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학교 교육과
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아무런 향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영어 학습 주도성이 일반적인 학
습 주도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데, 이는 영어교육을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
다고 보았다.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혜영과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도 영어 학습이 지속되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하락하며 특히 초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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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하락의 정도가 가장 컸다. 해외 체류 경험, 영어 학습 시작 시기가 
학습주도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외 체류 경험자는 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무경험
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준비도를 보였고, 영어 학습 시작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 높은 준비
도를 보여주었다. 

윤혜민과 이진화(2014)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자기주도 영어 학습능력과 학습전략 사용의 변화 양상 및 상호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
학년의 영어 학습 자기주도성이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전략 사용은 영어 학습 자
기주도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학습전략 사용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학생들의 학습전략 사용은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사교육 시작 시기, 영어 학습 흥미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과 사교육 시작 시기는 초등학생 집단에
만 영향을 미쳤고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졌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
생들의 학습전략 사용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로 밝혀졌다.

4.4.3 영어 교과서 분석, 교수·학습 모형 및 교재 개발

영어 학습자의 자율성과 관련한 연구 중에서 교과서 분석, 교수·학습 모형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서 분석은 대부분 초등학교 영어에서 이루어졌으며, 3~6학년 교과
서 CD-ROM의 자기주도학습 지원 양상(임희정 2011)과 초등 3, 4학년 교과서의 자기주도학습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김영숙 2018)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 모형, 교재, 단원 개발에 관한 연구는 초중등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에서는 CD-ROM을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모형(이재근, 이영숙 2005)과 읽기·쓰기 학습 
프로그램 및 활동(김태은 2012a, 김태은 2012b)이 개발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교
재 모형(김영미 2001, 안병규 외 2005), 자율학습센터 활용 모형(김금선 2010), 영어 학습전략 
교수 모형(이경랑, 김수연, 김슬기, 이윤정 2011)과 문법 교수·학습 모형(이동주, 김미숙, 장성욱 
2017), 플립러닝기반 자기주도 영어 교수·학습 모형(허근 2019)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이 개
발되었다. 

4.4.4 영어 학습자 자율성 개념 및 인식

학습자 자율성은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
리나라 맥락에서 학습자 자율성을 재개념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온 반면, 2014년 이후에는 학습
자 자율성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
에 대해서는 학습자 자율성 개념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학습자, 교사, 학부
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학습자 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로 조명원(1998)은 학습자 정체성과 자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외국어 학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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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L 맥락에서 학습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개성과 목적에 맞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도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자율적 학습’을 개념화하였다. 
Ryu(2000)는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 실행이 어려운 이유로 학습자 자율성을 명확하게 정
의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한 가지 측면의 학습자 자율성 대신 다양한 차원에서 학습자 자율
성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기술적, 심리적, 정치적 차원의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을 논의
하였다. 최은희(2004)는 Vygotsky(1978, 1986)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 
자율성의 의미와 실천적인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자율성은 
학습자의 발달 과정에서 교사나 동료학습자에 의해 촉진되어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학습자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 자율성은 학습자의 인성 요인, 외국어 공
부 목적, 교육제도의 철학,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문화적인 특성들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
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학습자, 교사,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마리아(2014)는 대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자율성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자율성 신장 양상을 분석하였다. Kim(2016)과 Jung(2016)은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중등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후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제안
하였다. 정효준과 이제영(2017)은 자기관리역량 기반 쓰기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초등교사의 요
구와 인식을 조사하여 자기관리역량의 하위요소 중 학습전략 사용과 자기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을 알아보았다. 김수지와 안경자(2018)는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을 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과 학부모
의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학습자 자율성 관

련 논문 90편을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자율성 관련 연구는 1998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6년 이

후 큰 폭으로 논문 편수가 늘어 영어교육에서의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 대상은 대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2010년 이전에는 단일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학년 간 혼합, 학교급 간 혼합,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전문가 등 여러 대상을 혼합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와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추이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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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감소하고 있고, 혼합 연구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적 연구의 편수는 많지 않
은데 실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을 포착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을 중요시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진영은, 이진욱 
2007). 

연구 주제는 영어 교수·학습 방법,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 및 관련 요인, 교과서 분석 및 교수·
학습 모형 개발, 학습자 자율성 개념 및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테크놀로지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교수법과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최근에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자 요인,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영어 성취도 사이의 관계,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조사와 같이 여러 변인 사이의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의 비중이 늘고 있다.

영어교육에서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 연구 대상과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고, 양
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자료 수집 방법이 다각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다만 진영은과 이진욱(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학습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분야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자 자율성 관련 선행연구의 주제 분류 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
로 밝힌 바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의 코딩 결과의 신뢰도를 측정해 제시한다면 결과 분
석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술지 등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위 논문 중에서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연구들이 다수 있었지만 논의에서 제외
하였다.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 역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많아 본 연
구가 학습자 자율성 관련 영어교육 연구 동향의 일부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출
판된 학술지 논문 이외에도 해외에서 출판된 논문에서도 영어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주제가 다루
어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영어교육에서 학습자 자율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수·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자 자율성 기반 교수·학습 모형이 필
요하다. 학교 교육에 온라인 혹은 블레디드 러닝이 선택을 넘어서 필수적으로 도입되면서 학습자
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
서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그로부터 시사점을 추출
하고 현재의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어 학습 전반에 걸쳐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학
습자 자율성은 목표 설정에서부터 교수·학습방법 선택, 학습 점검, 자기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택과 책임감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의 일부 단계에서의 
학습자 자율성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 학습자 자율성이 학습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떤 과정을 통해 신장되는지를 보여주기 어려웠다. 이 경우 인간 내면의 생각과 이를 실천에 옮기
는 행동이나 활동 등을 동시에 연구해야 하기에 소수의 학습자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오마리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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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어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자기성찰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평가
는 학습자 자율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고(Scharle, Szabo 2000, 홍기칠 2004, 교육부 2015), 학습
에서 성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적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평가를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 자기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판단을 교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되고, 학습에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반성적 성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Benson 2011). 이런 맥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기평가와 성찰을 학습자 자율성 신장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넷째, 영어 교수·학습에서 보다 다양한 실제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실제적인 자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의사소통의 상황적인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자 신문, 영화, 웹사이트 등의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있었지만,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자료 사용을 통해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자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과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의 수가 늘었고, 자료의 언
어 수준 또한 다양하며, 영어 자막 등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으므로 학습자 자율성 측면에서 실제적인 자료의 효용을 검
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을 돕는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해 교사의 인식과 실행
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율적인 학습은 학습자 혼자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학습자 자율성은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자율성
의 수준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즉 보다 능력 있는 성인의 안내나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도달
할 수 있다(최은희 2004). 교사의 역할은 학습의 안내자 및 촉진자, 정보관리자, 학습동반자(진영
욱, 이진욱 2007)로 다양한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교사가 학습자 자율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자, 교사, 학부모의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인 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요구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는 하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모두 아우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에서 이 세 주체가 학습자 자율
성에 대한 인식을 나눌 때 학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요구 조사를 기반으로 새
로운 주제를 탐색함으로써 학습자 자율성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 학습하는 능
력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육에서 학습자 자율성 관
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자기관리역량 및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
는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교육 현장 및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최근 들어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 또한 많은 분야인 만
큼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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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표시된 문헌은 본 연구 대상 논문임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초등학생(Elementary), 중등학생(Secondary), 대학생, 성인(Tert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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