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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국내 영어 교육은 수십 년간 사회 전체의 상당한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영어학습자들에게 영어능력
은 취업준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이 때문에 영어학습자들
의 영어 학습 성공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 특히, 대학생들과 같은 성인학습
자들의 영어 학습 목표는 취업과 관련 있는 토익에 초점 맞춰져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들과 같은 성인학습자들에게는 적절한 학습 방안이 제시될 필요
가 있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Knowles(1975)이후로 영어 
교육이나 영어 학습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 및 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관
심 받아왔으며, 국내 교육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 목표를 설정,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방법을 말하며 교수자 중심
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이다. 이 학습법은 다양한 목표와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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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가진, 선택적이고 자율적인 학습방법을 좋아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효
과가 있다고 한다(Knowles 1975 허은영 2010).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이 가
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룹이 성인학습자들이라는 선행연구들
(Knowles, 1975; Tough, 197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내의 영어 학
습 관련 자기주도 학습의 초점 대상은 성인학습자가 주가 아닌, 초․중․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습자들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영어 학습 도입 효
과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객관적 도구나 척도를 이용한 효과성을 검
증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활용
한 영어 교육이나 영어교수법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중심의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
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학습계약(Learning Contract)의 방법은 효과적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심효은 2010;Brookfield 1985). 영어 학습계약(Learning 
Contract)은 학습자들의 학습계획을 기술하는 전략적 자기주도 학습방식으로 
개별적 학습에 알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영어 학습계약에 따른 학습효
과는 특히 고등교육의 성인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심효은 2010). 여기서 학습
계약이란 일종의 계약서를 활용하는 학습방법이며(장상필 1997), 학습자들은 
학습계약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도구의 
사용은 영어교육에서 개별적 학습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Caffarella & Merriam, 1991;심효은 2010). 이러한 학습계약의 
효과는 학습 성과에 도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심효은 2010), 학습에 학습
취향이 분명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방안으로 선택하
기에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nowles(1975)가 제시한 자기주도 학습모형을 근간
으로 학습자 개인의 학습 목표(Learning Goal)에 중점을 두는 영어 학습계약
(Learning Contract) 활동지를 개발하여. 이 활동지를 실제 영어수업에 적용하
는 방식의 학습자중심의 교수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용한 수업 및 학습의 효과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김아영 외(2001)의 연구에서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와 연구자
가 자체 제작한 학습 목표달성관련 만족도 설문지를 이용한 효과성을 살펴봄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적용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토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81

으로써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춘 학습자들의 성취도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과정과 자가 학습점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목적을 자기주도 영어 학습 계약 활동지를 이용한 영어학습의 효과성에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세웠다.

1.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경험은 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

2.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경험한 학습자들의 토익성취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는가?

Ⅱ. 문헌 고찰

2.1 자기주도 어 학습계약과 학업성취도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 성향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한 학습의 목표설정, 학습전략의 선택, 학습의 계획 및 학습수행, 
수행 후 학습결과에 대한 자가 점검 및 평가를 하는 학습으로 내용보다는 과정
을 중시하는 능동적인 학습과정이다(Candy, 1991;Knolwes, 1975; Tough, 
1979; Long 1997; Breen & Mann, 1997; 김인곤, 1999;한승순, 2002;김계숙, 
2007;김연수,2013).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은 내재적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효능감이 높고, 성
취지향적인 특징이 있어 다양한 학습전략을 수행할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자
가점검 및 평가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Loven, Magda & Rikers, 2008; 김
연수, 2013; 허은영, 2010).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은 개인의 목표수립과 학습활동수행, 학습의 성공 여
부, 학습자가 자가 평가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Knowles(1975)의 연구에선 <학습 욕구진단>-<학습 목표설정>-<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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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물적, 인적자원파악>-<적절한 학습전략의 선택>-<학습결과의 평가>
의 5단계 모형으로 구성하여 제안하고 있다. 특히, Knowles(1975)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학습 진행과
정의 조력자나 촉진자(facilitator)로서 학습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의 조력자로서 교수자는 ‘영어 학습계약
(Learning Contract)’이나 ‘자기주도 학습 활동 평가서’ 등과 같은 효과적인 전
략 활용을 고려해봐야 한다(심효은 2010). ‘영어 학습계약’이란 학습자들의 자
기 주도성을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이나 방안을 말하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일종의 서면형태의 계약서와 같이 기술된 학습에 대한 약속이다. 영어 학습계
약서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경험을 토대로 원하는 학습방법 및 전략을 서
면에 기술하는 일종의 학습 계획서이다(김현숙과 박은영 2007). 이 영어학습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기술과 작성날짜 등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입하게 함으로써 이 학습계약서가 교수자와의 일종의 약
속임을 인식시키고, 학습활동 수행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시킨다. 이러한 영어 
학습계약의 방법은 학습자가 구체적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개별 학습 성취 
기준이 서면으로 기술되어 방법은 교수자나 타인에게도 입장에서도 타당한 기
준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Knowles 1975). ‘영어 학습계약’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선행연구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계약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Burgett 1993), 영어 학습계약의 사
용이 학습자들의 메타인지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므로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촉진하는 대안으로서 영어 학습계약도입이 유용하다는 연구(Chang 1993), 원
격교육현장에서 영어 학습계약 도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Tsay 1999), 하위권 고등학생의 영어 쓰기학습에 효과가 있었
다는 연구(심효은 2010)등이 있다. 또,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수
업에서 영어 학습계약을 도입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있
었다는 연구(장상필 1997)와 웹 기반 학습에서 영어 학습계약 도입이 학업성
취도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김현숙과 박은영, 2007) 등은 ‘영어 학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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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도입의 효과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 중 김현숙 외(2007)의 연구는, 특히, ‘영어 학습계약’을 활

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교수 방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동기
적 참여를 높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원격
교육상황, 초등학교 6학년 사회수업에서의 효과, 웹 기반학습과 같은 특수한 
교육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여서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효과성이 일반적이라
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영어 학습이나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 영어 학
습계약의 도입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
에의 ‘영어 학습계약’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 김현숙 외 
(2007)의 연구에서 영어 학습계약을 활용한 집단과 활용하지 않은 집단 간의 
영어 학습계약의 효과성을 입증하고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학
업성취도면에서의 효과성을 기말고사시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입증한 연구이
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말고사 시험라는 도구는 교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를 객관적 도구라 보기 어렵다. 또, 영어 학습계약
은 학습자의 자가점검 및 학습결과의 평가를 포함해야 하므로, 교수자의 강의 
내용 관련한 기말시험결과로 학업성취를 평가한 점은 역시 영어 학습계약의 
효과성을 입증에는 부족한 듯하다. 

따라서 객관성이 입증된 도구를 활용한 ‘영어 학습계약’이나 ‘학습활동평가
서’를 개발하여 수업에 도입하여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 가이드
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학습자들은 비교적 쉽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의 경우 교수자는 이
들을 위해 영어 학습 계약을 이용한 학습활동을 유도하여 학습자 자신에게 필
요한 학습목적과 학습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어 학
습계약서와 같은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도입한 
교수 방법은 개발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학습 조력도구나 인적자
원들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에 도움이 되며 학습자의 목표달성 
및 학업성취도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백경숙 2011). 

Knowles(1975), Zimmerman and Schunk(1989), 김현숙·박은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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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2012) 등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성취도와 밀
접한 연관이 있으며,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습자들의 학업성
취도 역시 높아지므로, 학습자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박영수 외(2008)의 연구는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들이 영어 학업성취
에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양애경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개인의 지적능력과 특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법이 투입될 때 
학습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학교 교육에 도
입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학교학습에 대한 애착과 참여 동기와 적극성이 증진
되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한승순2002). 그러나, 영어 
학습계약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이 있음에도, 실제 
영어 학습계약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성취도를 연구한 연구는 많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기존의 교육과정에 학습자들의 독립성을 융화될 수 있도록 영어 
학습계약을 사용한 학습법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Brookfield 
1985; Heimstra&Sisco 1990; 김현숙과 박은영 2007). 그러므로 학습자 개인
의 학습 개선과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영어 학습계약의 도입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이끌어낼 방안이 있어야 하겠
다. 

2.2. 학업  자기효능감과 토익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
감(self-efficacy)의 개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자
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하며, 학습 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 한다(Schunk 1991; 김아영과 박인
영, 2001; 이남숙, 임병빈, 2006). 그러나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는 학습자의 학습수행수준에 대한 예측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학업지도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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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유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자기 효능감에 대해 보편적 학업상황에 대
한 효능감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발전시켰다. 또,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
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
지 변인과 2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 있다. 여
기서,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확신을 뜻하며, 자기조절 효
능감은 자기관찰, 자기반응, 자기판단과 같은 자기조절 수행능력에 대한 효능
감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의 학습 목표 설정 시 학습
이나 과제의 난이도 수준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김아영, 199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높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도 또한 높게 나타났
다는 연구(박연실, 2000)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학
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박윤자, 2003; 허숙희, 2004) 등과 같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반면, 학업적 효능감은 성공적 학업성취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김아영, 2007; 한신일, 이석열, 2012), 
학습자의 과제선택,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의 양과 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대한 극복능력 정도,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수행 여부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계약의 전략적 활용은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켜 학습효과를 이끌어 내리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영어분야에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 대한 
영어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영어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협동학
습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박일수 외(2008)의 연구, 멀티미디
어를 활용한 자기주도 영어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박나영(2010) 등과 같이 자
기주도 영어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자
기주도적 영어 학습계약 학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는 
연구는 드물다. 

또,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성취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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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계약이란 전략의 활용에서 오는 효과도 역시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연
관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 2012, 2013년도 토익위원회가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토익응시자들은 이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보
고기록은, 학업성취도를 토익성취도로 간주하여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용
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비록, 정병삼(2011)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자신이 설정한 학습목표 성취를 비교하며 더 긍정적
인 학습효과를 거뒀으며, 결국, 토익성취도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관련이 있
다하였으며, 신미영(2013)의 연구에서는 토익성적의 다양성에 따른 학습자들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양상을 분석했을 때 토익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자의 중재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비추어 영어학습자들의 영어학습성취도와 토익과 
같은 영어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영어학습법의 필요성과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이나 프로그램개발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어 학습계약과 같
은 전략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영어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토익성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을 활용한 학습활
동을 유도하는 교수 방법도입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III. 연구 방법

Ⅲ.ⅰ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의 학습 목표수립을 위한 선호도 관
련 설문응답실시> 설문응답분석>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개발> 자
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용(학습자 활동지 기술 및 작성-학습자 개인
별 계획에 따른 학습활동 수행-학습수행결과에 대한 학습자 자가점검 및 자
가평가)> 학습자 활동계획에 따른 결과물 제출> 학습자 자가점검 및 자가평
가 관련 자료 분석(학업적 자기효능감, 만족도, 학업성취도관련 결과물)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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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진행되었다.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용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활동지 적용 수업의 3월 첫째 주 동안 학습자들은 선호도 관
련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설문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기
초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자
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는 3월 둘째 주에 본 연구대상자인 학습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자기주도 학습계획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학습자들
은 각자의 학습계획에 따라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을 하였으며, 학습자
들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 도구 설문에 학습계획 활동 초기 5월 둘째 주와 활동 
말기 12월 첫째 주에 응하여 만족도는 단기간 목표 마무리 기간인 6월 초와 
장기간 목표 마무리 기간인 12월 첫째 주에 응하여 자가 점검 및 자가 평가를 
하였다. 이후 학습자들은 관련 결과물을 학습계획 활동이 끝난 12월에 교수자
에게 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응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응답 결과와, 만족도 응답결과, 그리고, 학습자들이 제출한 결과물에 나
타난 학업성취도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을 마무리 하였다.

Ⅲ.ⅱ 연구 상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의 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이들은 해당 대학의 교양영어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
이었다. 대상자 모두는 여성이고 학습자들은 모의 토익에 응시한 경험은 있으
나 공식 토익을 응시한 적은 없는 학습자들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모의토익점
수 평균은 506.98점이었으며, 이들의 모의 토익점수분포는 700점 이상이 13
명(6.5%), 550점 이상-700점 미만이 54명(27.14%), 550점 미만이 132명
(66.3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Ⅲ.ⅲ 자기주도 어 학습계약 활동지 개발  용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Knowles(1975)의 자기 주도 학습 모형과 김현숙 
외(2007)에서 제시한 영어 학습계약 형식을 참고하여, 목표수립 및 선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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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기술 

학습 
목표
수립
및 

선택

※ 학습 목표(원하는 부분에 동그라미치세요)

1. 1년 목표

(1) 토익 향

상( 스피킹

포함)

(2) 영어관련 영화3

편이상 드라마3편이

상 시청 후 2개의 영

문설명이나 독후감제

출

(3) 팝송  외워

부르기 (4곡이

상)

(5)영어소설읽

은 후(2권) 영

문독후감

(6)영어글 영

문번역(A4용

지 5매이상)

(7) 외국인대상설

문조사

2. 단기 목표(1학기 한정)

습 목표설정)- 학습방법선택 및 전략기술(영어 학습계약 수행, 학습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파악과 적절한 학습전략 선정 및 학습수행)-결과물제출 및 
자가 점검을 위한 설문작성(학습결과 평가)의 단계로 구성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또,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영어 학습
계약 활동지나 영어 학습계약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영어 학
습계약 활동지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욕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학습선호
도 및 수업선호도, 영어학습이유, 영어관심도 등과 관련한 설문에 응답하여 자
신의 학습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를 구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자는 학습욕구진단관련 설문
을 분석하여 목표 추출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영어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학습
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영어 학습계약 활동수행결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가점검 및 자가평가에 도움
을 주기 위해 김아영 외(2001)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도구와 연구자가 자
체개발한 학습 목표 관련 만족도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이에 응답함으로써 학
습결과의 효과 정도를 살펴보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영어 학습계약 활동 기
본안은 다음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 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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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익 향

상(스피킹

포함)

(2) 영어관련 영화3편이상 

드라마3편이상 시청 후 2개

의 영문설명이나 독후감제

출

(3) 팝송  

외워부르기 

(4곡이상)

(5)영어소설읽은 

후(2권) 영문독

후감

(6)영어글 영

문번역

(A4용지 5매이

상)

(7) 외국인

대 상 설 문

조사

 

학습
전략기

술

※ 계획을 기술하시오

 

                  이상 위에 명시한대로 계획 실행하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제출자 :               (인)

위 <그림 1>에 제시하였듯이,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자가 학습 상태 
점검관련 설문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목표 
7개를 추출하여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에 선택형 답안으로 제시하였
다. 또, 학습자의 개인 취향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단기간 목표(6개월, 1학
기)와 장기간 목표(1년)로 나누어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영어 학
습계약 활동 기간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
고 학습자들이 제시한 학습 목표 외의 추가적인 학습 목표를 원하는 경우 학습 
목표를 수정 또는 추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전략기술 부분은 활동지에 개
방형 서술로 학습방법 및 학습전략 관련한 학습계획을 학습자들이 자유로이 
기술하게 하였다. 학습계획에는 보고서, 토익 등 시험응시결과 등, 학습 수행 
결과물 관련한 기술을 하도록 하였다. 또 학습자들이 작성하게 되는 이 학습 
계약서가 교수자와의 서면화된 약속임을 학습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날짜
를 기입하게 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습계약에 대한 
학습수행 및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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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 자가 점검 및 지가 평가 기본안
단계 영어 학습계약 활동 자가 점검 및 자가 평가

결과물
제출
및 

자가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응답

<학습 목표 련 만족도 설문지>

 

단계 영어 학습계약 활동 자가 점검 및 자가 평가

결과물
제출
및 

자가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응답

<학업  자기효능감 척도 도구 설문지>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적용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토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91

위 <그림 2>에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들이 더 객관적으로 자기주도 영어 학
습계약 활동에 대한 활동 수행 결과에 대한 자가 평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김아영 외(2001)의 연구가 개발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 설문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후 스스로 점검하게 하였으며, 
또한, 학습자들은 활동지 수행에 대한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만족도 설문 15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 학습 수행과정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학습목표 만족도 설문지는 학습목표
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설정한 목표에 대한 생각을 스스
로 살펴보고 자가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 제시된 것이다. 학습목표 만족
조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자체 선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신
뢰도 및 타당도 입증은 결과 분석과정에서 신뢰도 타당도 분석계수로 수치로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의도하여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영어 
학습계약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학습자 자신이 세운 학습 목표달성과정에 
대해 반추해 보고, 학습과정을 통한 자신의 변화를 학업적 자기 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여 살펴보게 하였다. 또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가 적용된 수
업에서 교수자는 촉진자와 조력자로서 학습자들의 학습전략기술에 대한 피드
백을 주었으며, 학습자들은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이 마무리 되는 마지
막 날에 자신이 활동지의 학습전략기술 부분에 작성한 자가 평가 기술을 토대
로 보고서, 시험응시결과 등을 교수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학습목
표를 달성에 성공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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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ⅳ  자료 분석

연구자는 학습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설
문에 대한 응답 자료와 만족도 설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WIN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결과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test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제출한 결과물에 나
타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기 위해 결과물들 중 토익을 중심으로 성취정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Ⅳ.ⅰ 어 학습계약 활동지 용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배포된 각각의 설문 응답지와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개인별로 작성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 계약 활동
에 다른 결과물을 포함한  총 4개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교수자는 각 학습자들
의 결과물을 확인하며 촉진자로서 관찰과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학습
자들이 세운 학습 진행을 도왔다. 학습자들의 자가 점검 및 자가 평가를 포함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이 끝난 후 교수자에게 자신의 학습활동 결과물
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을 마무리 하게 하였다. 

Ⅳ.ⅱ 학업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응답 분석 결과

연구자는 수업에 적용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의 효과성을 검증하
기 위해 학습자들이 작성한 내용 중 학업적 자기 효능감 도구설문 응답 결과물
과 만족도응답 결과물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학업적 자
기 효능감 문항은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제난이도 선호(10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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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자기조절효능감(10개문항), 자신감(8개문항 역채점문항)의 3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전체 199명의 학습자(n=199)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사전/사후결과비교는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
차, 설문의 신뢰성 검증 시행과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은 Chronbach's α 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학업
적 자기효능감 설문에 대한 사전 신뢰도는 과제난이도 선호부분:사전신뢰도 
.438, 사후 신뢰도 .606/자기조절효능감부분: 사전신뢰도 .822, 사후 신뢰도 
.769/ 자신감부분: 사전신뢰도 .836, 사후 신뢰도 .830 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
기 효능감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사전/사후 결과비교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응답 결과 비교 

항목 사전 사후 t pMean S.D Mean S.D
과제난이도 선호 2.82 0.36 3.00 0.43 -5.831 .000
자기조절효능감 3.37 0.54 3.51 0.64 -3.323 .001

자신감* 2.78 0.73 2.84 0.73 -1.250 .213   
                        (p=유의확률, p<0.001/*역채점문항, p>.01) 

<표 1>에 나타났듯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 응답에 대한 하위요인 분석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 부분에서는 p=.000(p<0.001)로 사후가 사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당 하위요인
의 문항 1‘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문항 9‘나는 
쉬운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문항 10번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에서 p<0.001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하위요인 분
석결과 p=.001(p<0.01)미만이었으며, 특히,  문항 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에서 유의확률 p=.000(p<0.001)으로 사전/사
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감관련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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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채점 문항)에서는 p=.213(p>0.01)로 나타났고, 문항 8 ‘나는 시험때만 되
면 우울해진다’에서만 p<0.01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를 제외한 자신감부분관련 하위요인의 개별항목 전반적으로 p>.001로 사전
/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사전결과보다 사후결과가 통계
적으로 효능감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경험한 학습자 199명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향상되었으며, 학습자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족도 관련 설문응답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학습자들
(n=199)의 만족도 설문의 사전신뢰도는 .852, 사후 신뢰도는 .939로 나타났
으며, 설문 전체 문항에 대한 t-test결과 문항 전체에 대한 사전/사후 유의미
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항 3에서 유의확률 p=.002(p<.005)로 나타
나 이 문항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결과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문항 5에서도 p=.047(p<0.05)로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만족도 사전/사후 응답결과 비교

문항 사전 사후 t pMean S.D Mean S.D
3 나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 좋다. 3.81 0.86 3.57 0.92 3.142 .002

5
나는 나한테 알맞은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법
을 알고 있다.

3.19 0.83 3.32 0.85 -1.997 .047

     (p<0.01)

Ⅳ.ⅲ 토익 성취도 분석 결과

전체 학습자 199명의 학업성취도 향상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제
출한 학습결과물 중 토익 향상 관련한 학습자 결과물들을 중점 분석 하였다. 
이는 앞서 2.2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는 토익성취로 간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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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으며, 토익성취정도는 앞의 4.2에서 제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이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의 효
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토익성취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체 학습자 199명 대비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 비율을 확인하고, 두 번째,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응답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식 토익응시결과에 근거한 토익성취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체 학습자 대비 공식 토익응시 학습
자 비율은 전체 학습자 199명 중 토익성적향상을 영어학습 목표로 선택하고, 
공식 토익시험에 응시한 학습자들은 13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명수대비 
65.35%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토익과 같은 실제적 영어능력검
증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학업성취도정도를 평가하고자 함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 138명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설문 응답 
결과를 재분류 하여 신뢰도검증, 대응표본 t-test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
출하였다. 우선, 공식 토익응시학습자 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관련한 신뢰
도 검증결과 과제선호도에서의 사전신뢰도는 Chronbach's α = .403, 사후 신
뢰도는 Chronbach's α= .628로 나타났고,  문항 1, 문항 5, 문항 7, 문항 9, 문
항 10을 포함한 문항 전체에서 유의확률 p=.000(p<0.001)으로 나타나 사전/
사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에서의 사
전신뢰도는 Chronbach's α=.819, 사후 신뢰도는 Chronbach's α=.755로 나타
났으며,  유의확률 p=0.14(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신감(역채점문항)에서의 사전신뢰도는 Chronbach's α=.811, 사후 
신뢰도는 Chronbach's α=.827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p=.295(p>0.05)
이상으로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는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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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비교결과

항목 사전 사후 t pMean S.D Mean S.D
과제선호도 2.83 0.34 3.02 0.45 -4.909 .000**
자기조절효능감 3.42 0.53 3.55 0.67 -2.501 .014*
자신감 2.83 0.70 2.89 0.72 -1.051 .295

                                         (*p<0.05, **p<0.001)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 집단의 만족도 관련 설문응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들(n=138)들의 만족도 설문의 사
전신뢰도는 Chronbach's α=.852, 사후 신뢰도는 Chronbach's α=.939로 나타
났다. 그리고  설문 전체 문항에 대한 t-test결과 문항 전체에 대한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체 집단의 만족도 응답결과 분석과는 
달리, 문항 3에서만 유의확률 p=.002(p<.005)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비교
결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집단의 만족도 사전/사후 비교
   (n=138)

문항 사전 사후 t pMean S.D Mean S.D
3 나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 좋다. 3.89 0.85 3.59 0.89 3.491 .001*
(*p<0.05)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경험한 학습자들 중 토익목
표 영어 학습계약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 138명은 제출한 자기주도 영어 학
습계회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공식 토익점수였으며, 연구자는 수집된 결과물
의 평균점수를 사후결과로 하고 동일 학습자집단 138명의 사전모의토익점수
와 평균 비교하여 향상정도를 파악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전체집단
(138명)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비교와 점수대별 분포도 사전/사후로 살펴보았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적용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토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97

다. 우선, 사전/사후 평균점수 비교를 위해 138명 학습자 집단의 사전토익점수
(모의토익)는 517.54점이었고, 사후토익점수(공식 토익)는 평균 547.55점으
로 평균 30점정도가 사전점수 대비 상승하였다. 또, 해당집단 138명의 점수대
별 분포도는 <표 5>과 같았다.

 
<표 5>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집단의 점수대별 분포도 사전/사후 비교

사전 /
사후 점수대 분포도 결과(상승/하락)n %

사전
700점이상 9 6.52

1. 700점 이상: 4.35% 상승
2. 700점 미만-550점 이상:
  5.07% 상승   
3. 550점 미만:
  10.42% 하락 

700점미만~550점 이상 43 31.16
550미만 86 63.32

총합 138 100%

사후
700점이상 15 10.87
700점미만~550점이상 50 36.23
550미만 73 52.9

총합 138 100%

위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경험한 학
습자들 중 공식 토익응시 학습자들의 공식 토익점수결과를 사전/사후 비교 분
석한 결과, 700점 이상의 토익점수를 보유한 집단은 사전점수 대비 분포도가 
상승하였으며(9명에서 15명, 6명 추가), 700점미만-550점 이상의 점수를 보
유한 집단의 경우 역시 사전점수 분포도 대비 사후 점수 분포도가 상승(43명
에서 50명, 7명 추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550점미만의 점수를 보유
한 집단의 분포도는 사전점수 분포도 대비 사후점수 분포도가 하락(86명에서
73명, 13명 감소)하였다. 이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경험함 학습
자들은 학업성취도라 할 수 있는 토익성취도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는 활동지 경험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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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용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자기
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경험한 학습자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과제선호도:p<.001, 자기조
절효능감:p<.001, 자신감(역채점 항목):p>0.001, n=199), 이러한 차이는 자
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도입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 하위요인별 효능감 중 상승효과가 거의 없었던 
하위요인 과제선호도 문항 중 2번 문항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p=.667, p<.001)과 5번문항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
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p=.886, p<.01)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 부분을 향상시
키기 위해 자기주도 영어 학습 계약 활동지를 개선하거나 추가적인 교수지원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학습자의 자기주도 영
어  학습계약 활동지의 학습 목표관련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설
문 문항 3번 ‘나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 좋다.’와 5번 ‘나는 나한
테 알맞은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법을 알고 있다.’에서 유의미한 차이(문
항 3:p<0.005, 문항 5:p<0.05)가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영
어 학습계약 활동지를 활용한 학습활동 경험으로 인해서 개인의 학습 목표를 
구체화 시킬 수 있었고, 학습방법 및 전략 기술과정이 개인에 맞는 학습전략을 
수립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만족도 응답결과에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교수자는 해당 수업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
동지와 같은 과업형식의 학습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용의 효과
성을 토익성취도면에서 살펴보면, 앞의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듯이 전체 199명
중 토익을 목표한 학습자 명수는 138명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자의적 목표 설
정에서 토익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비율(69.35%)이 높게 나타났으며, 138
명의 공식 토익 평균점수는 사전/사후대비 평균 30점 상승하였고, 분포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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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50점이상에 해당하는 명수 분포가가 사전/사후 대비 9.42%(사전 
37.68%/사후 47.1%)로 상승하였다. 이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
용이 학습자의 실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구체화하고 달성하도
록 독려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
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의 개발 
및 도입 및 적용의 결과와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특수한 교육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과 달리 일반 영어 학습 
상황에서 시행되어 상황적 한계점을 극복한 자기주도 영어학습의 효과성을 입
증한 연구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영어 학습이나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 자
기주도 학습 모형 중 영어 학습 목표와 영어 학습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자가 점검 및 자가 
평가를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측정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김현숙 
외 (2007)의 연구에서 보여준 기말고사시험결과를 근간으로 하는 영어 학습
계약도입의 효과성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의 자가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여 효
과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노력으로만 자기
주도 학습을 이끌어 나갔다기보다는 실제 영어수업에 활동지를 도입하고 적용
함으로써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 가이드를 제시해 주
고,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학업
성취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실제 학교 교육에 활용 가능한 교수법의 실례
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성별, 나이 등의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지 않았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에 대한 실험설계에서 통제집단-실험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
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
가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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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Contract Worksheet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TOEIC Achievement

Cho, Eunhyeong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Contract Worksheet not only on English learners' academic 
self-efficacy but on English learners' TOEIC achievement. For this study, 
an English learning Contract Worksheet was developed to promote English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nd an English teaching model using the 
developed worksheet was implemented to a group of 199 English learners 
in a college general English clas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leted their individual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contract 
worksheets with the support of their English instructor. Based on the 
English learning contracts, the participants individually conducted a series 
of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activities: establishing individual English 
learning goal, setting the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plans and 
strategies, self-checking their English learning outcomes. A couple of the 
scales, th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developed by Kim et al.(2001) 
and the satisfaction checking list developed by the researcher were used 
to confirm the level of the participants' self-checking and self-evaluation 
of their learning outcome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results of the participants' answers on the two given scales and 
from the participants' achievements regarding TOEIC.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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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the participants' academic self- efficacy.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English Learning Contract 
worksheet has an effect on improving the participa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TOEIC achievement. 

Key Words: English learning contract learning worksheet,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English learning worksheet 
영어 학습계약,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자기주도 영어학습, 영어
학습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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