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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o, Hamin and Jiyoung Bae. 2021. A study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learning strategies in a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1105-1127.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learning strategies in a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and to 
analyze different uses of students’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depending 
on individual learner variable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four hundred 
seventy two students in four different middle schools located in Sejong and 
Chungnam area.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use of middle 
school students’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based on Oxford’s (1990) 
SILL and Bae and Kim’s (2018) instrument. Data collected from 472 
participan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 and memory strategie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category in the order.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females tended to use more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than males. The learner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English learning 
experience and digital English learning experience, and the frequency of using 
digital device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y us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eriod of use of digital devices and the use of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were not positively correlated.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absolute amount of digital English learning period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 use of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by middle school English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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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 영역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온라인 수업 활성화,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 교육콘텐츠 
공공 목적 이용 환경 조성, 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등의 스마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교육부 2015),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고, 이와 함께 
정치·사회·문화·경제·교육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오프라인은 사라지고 온라인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문화가 발전되고, 학교에서는 교사 주도의 전통적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수업과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했다. 

기존의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용되는 학습 자료에 불과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수업 상황에 놓였던 초반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오프라인 수업보다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원격수업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교사들에게 분담시켰고, 교사들은 온라인 플랫폼 
설정부터 운영 방안까지 실질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김민규 2021). 이에 
교사들은 과중되는 업무에 부담감을 느꼈고, 원격수업에 도입하게 될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에 
두려움을 느꼈다.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렵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었지만 초반에는 이 플랫폼들도 서버가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더 가중되었다(이재웅 2021). 
이러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의 학습 효과만큼은 
아닐지라도, 원격수업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대의 학생들에게 영어는 단순히 소통을 위한 언어의 기능을 넘어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언어학습 분야에서도 테크놀로지 기반 언어 
학습(Technology-Enhanced Language Learning: TELL),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이 제시되었고, 스마트폰, MP3, 노트북,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와 유‧무선 인터넷을 활용하는 모바일 기반 언어 
학습(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MALL) 분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언어 교수‧학습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배지영, 김규미 2018).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책을 참고하기보다 
디지털 미디어를 참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수용하고 창출하며, 글자보다 
그래픽을 선호한다(설정현 2020). 이들이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갖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학습에 활용되는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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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정대연, 배지영 2021). 즉, 학교에서 교사들이 준비한 원격수업을 학생들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부족에 따른 집중력 저하,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학습 전략의 부적절함 등의 문제로 인해 학습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정보의 발견과 
구성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 활용의 
전반과 관련된 개인 역량이다(기세령 2013).

하지만 디지털이나 인터넷과 친숙하다고 해서 현재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와 그에 해당하는 기술의 활용,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쏟아지는 각종 미디어 정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러한 능력들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변인들 
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전략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 단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토대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사회적, 인지적, 메타인지적 영역의 학습 전략들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실제 학습 전략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학습 
전략의 사용이 학업 성취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심미연 2019, 양숙녀 2020, 조재형, 정기수 2020). 하지만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중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파악하고 나아가 학습자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디지털 학습 전략 사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상세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 학습 전략 사용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 학습 전략은 성별, 영어 학습 경험과 디지털 

기기 사용 기간 및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영어 학습

교육 영역에서 테크놀로지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의 교실 수업에서 활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적인 과정과 
자원을 의미하는데(Januszewski and Molenda 2008), 본 연구에서의 테크놀로지는 교육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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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3D 프린팅(3D Printing),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인공지능(AI) 
등 여러 첨단 테크놀로지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첨단 테크놀로지는 교육의 전반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활용되고 수업에서도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영어 
교육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중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학습자 개별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공윤지 2020, 서정임 2021, 유영진 2021). 

교육용 테크놀로지와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 구성과 탐구를 가능하게 해왔다.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테크놀로지는 영어 교육의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시대별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활용 
시기, 활용 방법, 활용 유형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영어교육에서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 교육을 
검색해보면 다음 표 1과 같은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주제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도미나, 
김정렬 2019).

표 1. 영어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변천(도미나, 김정렬 2019, p. 1243)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이전에는 TV, VCR, 오디오를 활용하여 ICT와 CALL 
교수학습 방법으로 듣기 중심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2000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멀티미디어가 발달하여 기존의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의 실시도 
가능해졌다(최숙희, 김성헌, 김인철 2006). 이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비동시성 의사소통 도구와 
동시성 의사소통 도구를 통한 언어 학습인 블렌디드 러닝, E-learning, U-learning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 활발해졌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쌍방향성, 동시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0년 이후에는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 등 더욱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나타났고, 

연도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주제
2000년 이전

-TV
-VCR
-오디오

-ICT
-CALL
-CD-ROM 활용교육

2000년대 초반
-컴퓨터
-인터넷

-ICT
-인터넷 활용교육
-flash 활용교육

2000년대 후반
-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 온오프 혼합형)
-E-learning (이러닝,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학습)
-U-learning (유러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2010년 이후 -모바일
-스마트 기기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
-게임형 학습
-원격 화상 학습
-TED
-e-교과서 활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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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원격 화상학습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의 영어 교육은 TV, 라디오, 카세트테이프, CD와 같은 단방향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이 

듣거나 보고 따라 하는 기초적인 학습에 사용하였다면, 2000년 후반과 201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 기기와 매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쌍방향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 교육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교육용 모바일 앱, 웹사이트, SNS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로서 교수-학습 
과정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박민주 2021, 서나래 
2021). 일반적으로 학습자 중심 신념을 가진 교사들은 교수 설계를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갈 수 있도록 한다(이동국, 김현진 2015).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교수 설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Ertmer and Ottenbreit-Leftwich 2010). 

2.2 언어 학습 전략과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언어 학습 전략은 언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 과정이고, 언어 사용 전략은 이미 
학습된 언어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언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신적 교감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을 스스로 
인식해야 학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을 ‘언어 사용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학습 전략을 인지하는 것은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Nunan 1999).

Oxford(1990)의 언어 학습 전략 설문지(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는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제2언어를 위한 조사 도구이다. SILL은 언어 학습 전략 연구를 
위해 번역되었고, 여러 국가의 학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학습 전략 조사 도구로 인정받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왔다. SILL은 크게 직접 전략(direct strategies)과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ies)으로 범주화되어있다. 언어 학습 전략의 직접 전략은 언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목표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언어의 정신적 과정이 요구되는 전략이며, 기억 
전략(memory strategies),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보상 전략(compensation 
strategies)으로 세분화된다. 기억 전략이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많은 단어를 기억하기 
어려울 때 이를 이겨내도록 지원하며 구두 자료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재생해서 더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인지 전략이란 여러 방법으로 목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으로, 구조와 소리에 대한 형식적 연습과 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 
논리적인 사고를 활용한 분석과 추론, 체계적인 입력 및 출력을 위한 요약과 받아 
적기(note-taking)를 포함한 정신에 관련된 작용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보상 전략이란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학습자 스스로 이 부족함을 보상하기 위해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극복할 때 사용되는 전략이다. 보상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학습자는 틀린 문법이나 어휘 목록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듣거나 읽는 중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추론하며, 말하거나 쓰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쉬운 상위 개념의 유의어를 사용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의 의미를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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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등이 있다(김성진 2021).
언어 학습 전략의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ies)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 기능에 적용 
가능하며 모든 언어 학습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간접 전략은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으로 세분화된다. 상위인지 전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정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학습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행동으로, 학습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정의적 전략이란 언어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태도, 동기, 감정 등을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 자기 강화를 통해 불안감을 낮추거나 긍정적 자기 발언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적 전략이란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확인이나 도움 요청을 하고, 질문, 
재질문, 협동, 감정 이입을 하거나 사회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일상에서 인터넷이나 모
바일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상호작용이 더 증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들이 교실이라
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인터넷과 모바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학습을 하는 틀에서 벗어나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자료를 검색하며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이 점차 학습자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소희 2016). 더불어 스마트폰, 태
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기존의 인터넷 연결의 한계점을 해결해주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학습자의 영어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실제적
인 언어 사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어학
습은 바로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영어 학습의 예시로, 학교 현장에서 영
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U-러닝 등의 수업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심미연 2019, 이나리 2013, 황명환, 최
현규, 신수정, 이희경 2016), 그 중 일부 연구만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영어 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김규미, 배지영 2018, 정
대연, 배지영 2021) 본 연구는 연령대가 더 낮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학생
들이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와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현재 중학생
들이 활용 가능한 디지털 영어학습 전략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서 학습전략 사용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최종적
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전략의 사용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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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세종시와 충남 소재 4개 중학교의 중학생 47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중
학생 참여자 472명은 남학생 234명(49.6%)과 여학생 238명(50.4%)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2세 
167명(35.4%), 13세 240명(50.8%), 14세 63명(13.3%), 15세 2명(0.4%)으로 분포되었고, 학년 
별로 1학년 251명(53.2%), 2학년 221명(46.8%)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기간과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기간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를 조
사해 본 결과, 모든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82.4%)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어 학습을 하고 있
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기간은 대부분(80.5%) 3년 이상이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가 하루
에 1시간 이상인 경우도 대부분(91.6%)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영어 학습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220명(46.6%)으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디지털 영어 학습 경험이 그
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정도의 학생(21.4%)만이 3년 이상의 디지털 영어 학습 기
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한국 중학생 영어 학습자의 개별 학습자 요인 측정을 위한 부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 전략 측정을 위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중학생들의 개별 학습자 
요인(성별, 연령, 학년, 영어 학습 기간,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배경 설문의 
경우, Oxford(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Park(2010)이 재구성한 설문지와 정대연과 
배지영(2021)의 배경 설문지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영어 학습에 대한 디지털 학습 전략 측정을 위한 도구는 Oxford(1990)가 
제시한 SILL, Bickel과 Truscello(1996), 이수미와 권청자(2007), 정대연과 배지영(2021)이 
제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디지털 학습 전략 설문지는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로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 
중학생 본인이 사용하는 전략의 정도에 따라 리커트(Likert)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각 문항별로 5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설문에서는 기존의 정대연과 배지영(2021)의 설문지를 축약 및 보완한 35문항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전체 35개 항목이 .892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준다. 또한 전략 
유형별 항목에서도 문항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었으므로, 설문 문항 모두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을 측정하는 35개의 설문 문항을 여섯 가지 학습 전략 
유형(기억 전략, 인지 전략, 지식 대체 전략, 초인지 전략, 감정 조절 전략, 사회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Oxford, 1990). Oxford의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류한 여섯 가지의 학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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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 기억 전략(6문항), 인지 전략(10문항), 지식 대체 전략(4문항) 유형은 직접적 전략에, 
초인지 전략(6문항), 감정 조절 전략(5문항), 사회적 전략(4문항) 유형은 간접적 전략에 
포함시켰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제작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 데이터의 
수집은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세종시와 충남 소재 4개의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명에게 종이에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4명의 교사들은 중학교 1, 2학년 영어 수
업 시간에 설문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구했고, 이에 동의한 학생
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은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응답을 마친 설문지는 그 자리에
서 수거했다.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2021년 3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의 학습 전략 분석을 위해 수집된 472명의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고, 모든 분석은 유의 수준 0.05에서 이루어졌다. 독립변수
는 중학생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응답한 영어 학습 기간과 디지털 영어 학습 경험, 그리고 디
지털 기기 사용 기간에 따른 집단으로 두고 종속변수는 중학생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전체 문항의 각 요인별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 첫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의 전체 문항과 각 학습 전략별 신뢰도를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각 
설문지의 요인별로 기술 통계값을 추출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
략 사용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교 1~3학년의 3개 학년별, 디지
털 영어 학습 기간과 디지털 기기 사용 기간, 영어 학습 기간의 차이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
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의 검정을 실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중학생의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의 학습 전략 사용 양상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로 제시한 한국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의 학습 전략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표 2는 
리커트 5점 척도의 검사지를 활용하여 디지털 영어학습 전략을 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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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별 결과(N= 472)

표 2에서 보듯이 중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영어학습전략의 각 요인별 학습 전략의 평균은 
2.612에서 3.369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략 사용의 전체 평균은 2.99로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평균 수준의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수미와 권청자(2007), 배지영과 김규미(2018)가 CALL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학습 전략 사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 전략 사용을 분석한 정대연과 배지영(2021)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서,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디지털 영어 학습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학년에서 지식 대체 전략의 사용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았다. 학년별로 나타나는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2학년의 학습 전략의 사용 빈도가 
1학년보다는 높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의 디지털 관련 문화 
확산 속도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점점 더 이른 나이에 접하기 시작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더 친숙해진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학년별 학습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식 대체 전략이 평균 3.3695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인지적 전략(M=3.0359), 
기억 전략(M=2.849)을 사용하였고, 가장 적게 사용한 전략은 사회적 전략(M=2.748)으로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식 대체 전략이 평균 3.2907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 순서로는 인지적 전략(M=2.897), 초인지 전략(M=2.730)을 사용하였고, 역시나 사회적 
전략(M=2.612)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별로 있는 세부 전략 
항목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은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의 기술통계 결과 중 기억 전략, 인지적 전략, 지식 대체 전략을 직접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전략들을 문항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 평균 표준편차 전략 선호도

1학년
(N = 251)

1. 기억 전략 2.8493 0.91468 3위
2. 인지적 전략 3.0359 0.81784 2위
3. 지식 대체 전략 3.3695 0.78304 1위
4. 초인지 전략 2.8280 0.97352 4위
5. 감정 조절 전략 2.7745 0.79638 5위
6. 사회적 전략 2.7480 0.96151 6위

1학년 전체 전략 2.97 0.86

2학년
(N = 221)

1. 기억 전략 2.8311 0.95326 3위
2. 인지적 전략 2.8973 0.78895 2위
3. 지식 대체 전략 3.2907 0.77901 1위
4. 초인지 전략 2.7300 0.92810 4위
5. 감정 조절 전략 2.6443 0.88709 5위
6. 사회적 전략 2.6120 0.98981 6위

2학년 전체 전략 3.01 0.86
전체 전략 2.99 0.86



Hamin Joo & Jiyoung Bae               A study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learning strategies in a digital learning dnvironment

© 2021 KASELL All rights reserved 1114

표 3.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직접적 전략 사용 빈도 분석

기억 전략의 세부 전략 사용을 살펴보면 중학생 학습자들이 ‘소리와 형태 연관 짓기’(M = 
3.305), 그 다음으로 ‘반복 연습 하기’(M = 3.122)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발음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와 형태를 
연관지어보고 그 활동을 토대로 반복 연습을 하며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 이 학생들은 ‘분류하고 정리하기(M = 2.419)’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예문
이나 동의어 찾기’(M = 2.815)의 전략 사용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수치이고, 중학생 학습자들
이 정보를 찾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보다, 찾은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적 전략 유형의 세부 전략 사용을 살펴보면, ‘모르는 단어 검색하기’(M = 3.586), ‘번역기 
사용하기’(M = 3.292)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습하기’(M = 2.406), 
‘참고 자료 이용하기’(M = 2.502)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 학습자들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방법보다는 비교적 빠르고 쉬운 검색과 매체를 이용하여 영
어학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지식 대체 전략 유형은 7개의 전체 전략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세부 전략 사용을 살
펴보면 ‘배경 지식 활용하기’(M = 3.550)와 ‘쉬운(간단한) 표현으로 대체하기’(M = 3.544) 전략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 결과는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영어 학습을 할 때 학습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배경 지식, 동의어 혹은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표현, 언어적 단서 등을 활용하

세부 전략 내용
1학년 2학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형 1: 기억 전략 2.8493 0.91468 2.8311 0.95326 2.8407 0.93199
1번: 분류하고 정리하기 2.4861 1.14665 2.3439 1.11979 2.4195 1.13517
2번: 소리와 형태 연관 짓기 3.2988 1.21423 3.3122 1.24947 3.3051 1.22956
3번: 이미지, 그림, 지도로 기억하기 2.6653 1.14173 2.5204 1.17775 2.5975 1.15976
4번: 예문이나 동의어 찾기 2.8645 1.23514 2.7602 1.27260 2.8157 1.25257
5번: 반복연습하기 3.0717 1.21443 3.1810 1.28763 3.1229 1.24910
6번: 기계적인 방법 이용하기 2.7092 1.31114 2.8688 1.39674 2.7839 1.35280
유형 2: 인지적 전략 3.0359 0.81784 2.8973 0.78895 2.9710 0.80657
7번: 영상이나 앱으로 발음 듣고 따라하기 3.2470 1.22096 3.0136 1.28445 3.1377 1.25518
8번: 표현이나 패턴 인식하기 3.0598 1.13155 2.9095 1.16031 2.9894 1.14635
9번: 디지털 기기로 영상 시청하기 3.2590 1.29022 3.1493 1.32472 3.2076 1.30624
10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습하기 2.5299 1.30924 2.2670 1.23812 2.4068 1.28183
11번: 참고자료 이용하기 2.6414 1.25496 2.3439 1.24657 2.5021 1.25851
12번: 실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하기 2.7729 1.32975 2.5475 1.26267 2.6674 1.30227
13번: 모르는 단어 검색하기 3.5418 1.23339 3.6380 1.27036 3.5869 1.25043
14번: 전체적인 의미 파악하기 3.2032 1.21760 3.3394 1.11915 3.2669 1.17327
15번: 번역기 사용하기 3.3785 1.17821 3.1946 1.19208 3.2924 1.18703
16번: 정리하고 기록하기 2.7251 1.15244 2.5701 1.16807 2.6525 1.16113
유형 3: 지식 대체 전략 3.3695 0.78304 3.2907 0.77901 3.3326 0.78132
17번: 문맥과 상황으로 추측하기 3.1594 1.11288 3.1357 1.12397 3.1483 1.11696
18번: 쉬운(간단한) 표현으로 대체하기 3.5896 1.05211 3.4932 1.02965 3.5445 1.04166
19번: 배경 지식 활용하기 3.5378 1.03613 3.5656 1.02757 3.5508 1.03113
20번: 모국어로 전환시키기 3.1912 1.17443 2.9683 1.21127 3.0869 1.1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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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측해보고 그 추측을 토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대학생 학습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듣기 전략 학습에서 지식 대체 전략 사용이 가장 높았다는 Kim(2017)의 
결과와도 일치했다. 즉,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중에서 직접적 전략인 기억 전략, 인지적 전략, 지
식 대체 전략의 사용 결과는 일반적인 영어 학습의 환경보다 많은 양의 정보에 노출되고, 그만큼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간접적 세부 전략 사용 빈도 분석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에서 간접적 전략 유형으로 분류되는 전략들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
된 것과 같다. 세 가지 간접적 전략 유형 가운데 초인지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CALL이나 MALL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메타인지 전략을 자주 사
용하게 되었음을 발견해왔던 결과와 일치한다(김혜영 2002, 정대연, 배지영 2021, Jung 2012, 
Kim 2017). 

초인지 전략의 세부적인 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학습자는 ‘학습 관련 프로
그램 활용하기’(M = 2.955), ‘다음 학습 활동 준비하기’(M = 2.921), ‘다른 활동 자제하고 학습
에 주의 집중하기’(M = 2.872)의 순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기 점검 
및 평가하기’(M = 2.459)와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세우기’(M = 2.633) 전략이 가장 적게 사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 학습자들은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점
검 및 평가하며 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등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전략을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정조절 전략 유형의 경우 ‘불안감 낮추기’(M = 3.154)와 ‘스스로 보상하기’(M = 2.879) 전

세부 전략 내용
1학년 2학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형 4: 초인지 전략 2.8280 0.97352 2.7300 0.92810 2.7821 0.95278
21번: 다음 학습활동 준비하기 3.0239 1.11688 2.8054 1.21475 2.9216 1.16759
22번: 다른 활동 자제하고 학습에 주의 
집중하기 2.9721 1.33387 2.7602 1.20282 2.8729 1.27725
23번: 학습 관련 프로그램 활용하기 2.9323 1.26467 2.9819 1.25757 2.9555 1.26026
24번: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세우기 2.6175 1.17522 2.6516 1.19120 2.6335 1.18159
25번: 연습 기회 찾기 2.8884 1.28511 2.8054 1.24432 2.8496 1.26552
26번: 자기 점검 및 평가하기 2.5339 1.18061 2.3756 1.15567 2.4597 1.17044
유형 5: 감정 조절 전략 2.7745 0.79638 2.6443 0.88709 2.7136 0.84169
27번: 불안감 낮추기 3.2988 1.15687 2.9910 1.12408 3.1547 1.15075
28번: 스스로 보상하기 2.9641 1.22748 2.7828 1.22396 2.8792 1.22788
29번: 감정이나 상태 점검하기 2.7291 1.20595 2.6290 1.21651 2.6822 1.21065
30번: 체크리스트로 감정 조절하기 2.5259 1.21092 2.4751 1.12636 2.5021 1.17113
31번: 생각과 경험 공유하기 2.3546 1.15835 2.3439 1.14785 2.3496 1.15223
유형 6: 사회적 전략 2.7480 0.96151 2.6120 0.98981 2.6843 0.97619
32번: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 주고받기 2.6534 1.13990 2.4706 1.18908 2.5678 1.16553
33번: 동료들과 정보 공유하기 2.6295 1.20090 2.4887 1.17787 2.5636 1.19099
34번: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에게 도움 
요청하기 3.0438 1.24983 2.9050 1.23031 2.9788 1.24135
35번: 문화적 이해력 높이기 2.6653 1.20314 2.5837 1.21674 2.6271 1.2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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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사용 빈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생각과 경험 공유하기’(M = 2.349), ‘체크리스트로 감정 조절
하기’(M = 2.502)와 같은 능동적인 학습전략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적 전략 유형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회적 전략 중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 주고받기’(M = 
2.567)와 ‘동료들과 정보 공유하기’(M = 2.563)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학생 학습자들은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을 디지털 영어 학습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회적 전략 유형은 디지털 영어학습전략 전체에서 사
용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에게 도움 요청하기’(M = 
2.978) 전략의 경우는 다른 세부 전략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디지털 영어학습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려는 용도
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4.2 성별, 영어학습 기간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차이

중학생의 학생 개인 변인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서 학생들의 성별, 영어 학습 기간,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 디지털 기기 사용 기간 및 빈도에 
따라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5의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의 결과를 보면, 모든 전략의 유형에
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지식 대체 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기술통계 수치상으로 여
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학습 경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의 일반적인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가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에서도 똑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초등학생의 학습 전략에 대한 김영민(1998)의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적
으로 학습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내용과 일치했다. 

표 5.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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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학생의 영어 학습 기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 결과를 보면 모든 전략 유형에서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기간이 디지털 영어 학습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기억 전략 남 234 2.6688 0.95030 -4.038** 0.000여 238 3.0098 0.88346

인지적 전략 남 234 2.8662 0.85172 -2.818** 0.005여 238 3.0739 0.74714
지식 대체 전략 남 234 3.2906 0.88105 -1.159 0.247여 238 3.3739 0.66828

초인지 전략 남 234 2.6425 0.98384 -3.189** 0.002여 238 2.9195 0.90237
감정조절전략 남 234 2.6179 0.89030 -2.460* 0.014여 238 2.8076 0.78150
사회적 전략 남 234 2.5491 1.02424 -3.008** 0.003여 238 2.8172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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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사용 빈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억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하지만 영어 학습 기간이 7년 이상인 학습자 139명은 
모든 전략 유형에서 학습 전략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1년 미만인 
학습자 21명은 모든 전략 유형에서 학습 전략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학습에 대한 경험이 얼마 간의 차이가 있는가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 빈도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영어 학습 기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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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기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전체 영역에서 디지털 
영어학습전략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았으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기간과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은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에 따른 중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디지
털 영어 학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100명의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
의 빈도가 가장 낮았고, 이 결과는 모든 전략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다. 특
히,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학생 71명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값에서 주목해야하

디지털 영어학습 
전략 유형 영어학습 기간 N 평균 표준

편차 F p

기억 전략
1년 미만 21 2.5079 0.85061

2.164 0.0921년 이상 ~ 3년 미만 62 2.7769 0.94856
3년 이상 ~ 7년 미만 250 2.8067 0.95560

7년 이상 139 2.9808 0.87965

인지적 전략
1년 미만 21 2.2333 0.78571

9.666** 0.0001년 이상 ~ 3년 미만 62 2.8177 0.85094
3년 이상 ~ 7년 미만 250 2.9656 0.78711

7년 이상 139 3.1604 0.75062

지식 대체 전략
1년 미만 21 2.6786 0.94586

6.554** 0.0001년 이상 ~ 3년 미만 62 3.2661 0.86587
3년 이상 ~ 7년 미만 250 3.3320 0.74025

7년 이상 139 3.4622 0.74144

초인지 전략
1년 미만 21 2.2937 0.80950

4.075** 0.0071년 이상 ~ 3년 미만 62 2.6398 0.97238
3년 이상 ~ 7년 미만 250 2.7587 0.95992

7년 이상 139 2.9616 0.91866

감정 조절 전략
1년 미만 21 2.3333 0.74922

2.719* 0.0441년 이상 ~ 3년 미만 62 2.6645 0.93583
3년 이상 ~ 7년 미만 250 2.6856 0.81917

7년 이상 139 2.8432 0.83502

사회적 전략
1년 미만 21 2.0476 0.70542

3.892** 0.0091년 이상 ~ 3년 미만 62 2.6452 0.98923
3년 이상 ~ 7년 미만 250 2.6760 0.98509

7년 이상 139 2.8129 0.9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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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이 가장 오래된 5년 이상의 학생들보다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
하는 학생들이 모든 영역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 7.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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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 결과는 지식 대체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 사용에 할애하는 학생들일수록 영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을 개발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디지털 기기 사용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지식 대체 전략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를 유의미한 디지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 N 평균 표준

편차 F p

기억 전략
6개월 미만 100 2.4600 0.98761

9.548** 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0 2.7153 0.90243
1년 이상~3년 미만 151 2.9625 0.88677
3년 이상~5년 미만 71 3.2230 0.77149

5년 이상 30 3.0944 0.93021

인지적 전략
6개월 미만 100 2.5580 0.92716

11.976** 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0 2.9125 0.73044
1년 이상~3년 미만 151 3.1026 0.72387
3년 이상~5년 미만 71 3.2944 0.64650

5년 이상 30 3.1533 0.86013

지식 대체 전략
6개월 미만 100 3.0975 0.91556

3.866** 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0 3.3708 0.77783
1년 이상~3년 미만 151 3.3477 0.70591
3년 이상~5년 미만 71 3.5528 0.69554

5년 이상 30 3.3667 0.71237

초인지 전략
6개월 미만 100 2.3800 0.97732

8.371** 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0 2.7056 0.95797
1년 이상~3년 미만 151 2.9062 0.91522
3년 이상~5년 미만 71 3.1056 0.82723

5년 이상 30 3.0389 0.86401

감정조절전략

6개월 미만 100 2.4680 0.92909

5.944** 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0 2.5700 0.82468
1년 이상~3년 미만 151 2.8570 0.80046
3년 이상~5년 미만 71 2.9606 0.72869

5년 이상 30 2.8000 0.78433

사회적 전략
6개월 미만 100 2.2525 0.97862

8.727** 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0 2.6125 0.93083
1년 이상~3년 미만 151 2.8328 0.91274
3년 이상~5년 미만 71 2.9930 1.01768

5년 이상 30 2.9333 0.8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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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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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대체적으로 영어 학습의 기간이 긴 학습자일수록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이 길다고 해도 학습자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이 항상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학습자가 5년 이상인 학습자보다 모든 전략 
유형에서 전략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는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의 절대적인 양이 
학습자의 효과적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N 평균 표준

편차 F p

기억 전략
하루 30분 미만 39 3.0128 0.85274

3.159* 0.014
하루 1시간 이상 163 2.9816 0.96421
하루 3시간 이상 164 2.7907 0.90831
하루 5시간 이상 79 2.7110 0.88583
하루 7시간 이상 27 2.4259 0.96889

인지적 전략
하루 30분 미만 39 3.1949 0.84727

3.176* 0.014
하루 1시간 이상 163 3.0755 0.81188
하루 3시간 이상 164 2.9293 0.77523
하루 5시간 이상 79 2.8405 0.74979
하루 7시간 이상 27 2.6519 0.92876

지식 대체 전략
하루 30분 미만 39 3.2692 0.74865

0.641 0.634
하루 1시간 이상 163 3.3988 0.72310
하루 3시간 이상 164 3.3064 0.82769
하루 5시간 이상 79 3.3323 0.67073
하루 7시간 이상 27 3.1852 1.12999

초인지 전략
하루 30분 미만 39 3.1325 0.97496

8.446** 0.000
하루 1시간 이상 163 2.9816 0.97675
하루 3시간 이상 164 2.7490 0.87950
하루 5시간 이상 79 2.4726 0.89372
하루 7시간 이상 27 2.1790 0.86963

감정조절전략
하루 30분 미만 39 2.8872 0.93897

3.057* 0.017
하루 1시간 이상 163 2.8429 0.82932
하루 3시간 이상 164 2.6622 0.81235
하루 5시간 이상 79 2.5747 0.77418
하루 7시간 이상 27 2.4000 0.99846

사회적 전략
하루 30분 미만 39 3.0321 0.99038

3.835** 0.004
하루 1시간 이상 163 2.7285 0.95759
하루 3시간 이상 164 2.7363 1.00048
하루 5시간 이상 79 2.4557 0.91178
하루 7시간 이상 27 2.2685 0.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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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중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과 학습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어 학습에 대한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습 전략들의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성별, 연령, 
학년, 영어 학습 기간, 디지털 기기 사용 기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 학습 기간,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등 학습자 개별 변인에 따라 구성한 집단 사이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의 전체 평균은 2.93으로서, 
학습자들은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을 보통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학습자들은 지식 대체 전략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인지적 전략, 기억 전략, 초인지 전략, 감정 조절 전략, 사회적 전략 유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의 세부 전략 분석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은 기억 인지 전략 중 
‘소리와 형태 연관 짓기’와 ‘반복 연습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iang(2009)이 주장한 연구 결과와 같이,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여 바로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에 해당하는 사회적 전략 사용이 가장 낮은 것은 중학생들이 디지털 영어 
학습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 개별 변인들 중 성별에 따른 디지털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를 분석해 봤을 때, 모든 
전략 유형에서 여학생의 전략 사용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학습 기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전략 유형에서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기간이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 빈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어 학습에 
대한 경험이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가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 빈도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 기간에 따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디지털 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전체 영역에서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았으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기간과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의 사용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을 분석해 봤을 때,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이 길다는 것이 학습자의 
더 높은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결과 값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이 가장 오래된 5년 이상의 학생들보다 3년 이상 5년 미만인 학습자가 
모든 영역의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유형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디지털 영어 학습 
기간의 절대적인 양이 학습자의 효과적인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개인 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적절한 학습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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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도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영어 학습 환경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어 학습은 학습자가 가지는 기존의 시‧공간과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고, 
웹상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환경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별 변인들이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디지털 영어 학습 환경이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자기주도 학습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Kim and Lee 2017).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매체를 접하고 
활발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습자들은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그에 비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학습에 
활용되는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은 부족해 보인다(정대연, 배지영 2021). 따라서 막대한 양의 정보와 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를 활용한 협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율적이면서도 정확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한 후 
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성을 판단하여 학습 전략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으로는 다양한 문자나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신의 학습에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중학교 학습자들의 학습자 개인 변인과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학습 전략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들의 개별 변인들을 파악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보다 더 정확한 분석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학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년별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해보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대도시의 학생들과 소도시 또는 농촌의 학생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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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디지털 영어 학습 전략 분석을 위한 설문지
◎ 다음은 “디지털 영어 학습”에서 여러분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아래의 여러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행동을 잘 나타내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Ⅰ. 다음은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전략(Memory strategies) 유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Ⅱ. 다음은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 유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Ⅲ. 다음은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한 대체 전략(Compensation strategies) 유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항 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한 영어단어는 즐겨찾기 기능으로 정리해서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그 단어의 발음을 듣고 소리와 

형태를 연관 짓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그 단어를 표현한 이미지, 그림, 

지도 등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예문 또는 형태나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검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반복재생하며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온라인 단어카드(flash card)장이나 단어 앱 등을 사

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 관련 영상을 보거나 영어학습 앱 등을 이용하여 영어 원어민
의 발음과 억양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배운 영어 문장의 구조나 사용규칙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영어학습을 위해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PC, TV 등의 기기를 사용해 영어 관련 

영상(영화, 드라마, TV방송 등)을 시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실제적인 의사소통(real communication) 연습을 위해 SNS, 이메일 등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책, 영자신문기사, 영어에세이, 영문안내책자 등 영어로 된 텍

스트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디지털 환경에서 영문 메시지, SNS, E-mail, 온라인 채팅 등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디지털 환경에서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영어학습 앱 등으로 찾아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보다 전체적인 의

미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배운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번역기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로 접한 중요한 표현이나 새로운 내용을 온라인 학습장이나 

앱(메모, 단어장 등)에 정리해서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일일이 단어의 뜻을 검색하지 않고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으로 추측하며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특정한 영어표현이 생각나지 않아도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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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나의 학습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유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Ⅴ. 다음은 자신의 감정 조절 전략(Affective strategies) 유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Ⅵ. 다음은 타인과의 학습 전략(Social strategies) 유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19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나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적절한 영어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모국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다음 학습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검
색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이 끝나기 전에 게임, SNS 사
용을 자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앱, 사이트,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학습 시간과 학습 방법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5 디지털 영어학습을 위해 영어로 SNS를 사용하거나 영어로 된 영상을 보며 가능한 

영어를 자주 접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나의 영어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
고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실수할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디지털 영어학습의 과업(예: 게임, 팀 활동, 조사하기, 인터뷰 등의 학습활동) 수행을 
통해 재미있게 학습하려고 노력하고,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나에게 보상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공부할 때 긴장한다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0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나의 학습과정을 체크리스트나 스케쥴 앱을 활용해서 규칙

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여 자신감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디지털 영어학습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SNS, 채팅방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친구나 선‧후배의 학습 경험을 참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디지털 환경에서 친구나 선‧후배와 학습 기록, 과제물 등의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디지털 영어학습을 할 때 생기는 문제나 실수는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디지털 영어학습을 위해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영어 원어민들과 
SNS로 소통하며 영어권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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