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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듣기이해에 ‘소리내어 읽기전략’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1)

신 규 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어교육 상황에서 영어 읽기교육의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소리내

어 읽기전략’을 논의하고, 그 전략의 인지적 측면을 분석하며, 소리내 읽기가 듣

기 이해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리내 읽기 

전략은 문자언어를 음성언어로 전환하여 읽기를 할 때 나타나는 인지적 발달과 

이해력 향상을 증명하고 있다. 소리내 읽기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 연음, 억양과 

톤의 변화, 영어 자음과 모음의 음소인식을 이해하고 훈련함으로써, 외국어 학

습에서 목표언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또한, 본 논

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묵독 집단과 소리내 읽기 집단의 듣기 이해도

를 비교 분석하고, 소리내 읽기집단의 듣기 수행과정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목표언어의 음성학적인 부분의 학습효과를 논의한다. 그리고 영어학습에서 소

리내 읽기가 듣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각각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소리내 읽기 집단이 묵독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향상을 보인다.

주제어: 소리내어 읽기, 듣기이해, 외국어 읽기지도, 읽기이해, 외국어 듣기

* 이 연구는 2016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FEU2016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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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언어 4기능 중 듣기와 읽기는 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 기술이기 때문에, 읽기의 

발달은 듣기의 발달에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다 (Pearson & Fielding, 1982). 따

라서 효과적이고 유창한 읽기자는 또한 능숙한 듣기자가 될 수 있다. 언어의 4

기능 중 읽기와 듣기는 이해기능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인지적, 정의적, 

전략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듣기도 읽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학습전략

이 필요하며, 읽기의 전략에 따라 듣기 이해에 대한 성과가 달라 질 수 있다. 특

히, 정의적 측면에서 소리 내어 읽기가 자발적이고 흥미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 

언어 학습에서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학습자의 정의적이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읽기는 모든 글의 내용이 그 자체가 즐기는 대상이 될 때 효과적이다. 읽기 전

략 중에서 소리 내어 읽기는 이해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질문하기(Questioning)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사고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질문하기는 단순히 글

자 그대로의 수준이 아닌, 학습자의 관심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필요

하다. Lindfors(1980)에 따르면, 구두 언어는 이해와 학습발달에 강력한 도구이

며, 좋은 질문은 학습자의 언어 상호작용을 자극해서, 그들의 경험, 사상등과 상

호교류를 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주제나 이야기 내용을 담은 문법, 

작가 등에 관한 질문은 효과적이다. 듣기학습도 읽기학습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의 스키마(Schema)가 잘 발달하고, 읽기내용과 배경지식이 상호작용을 잘 해야, 

읽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예측 할 수 있다. 이 때 읽기와 관련된 질문은 사고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텍스트와 관련된 개념을 위주로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때 추론적 질문(Inferential Question)이 문자적 질문(Literal Question)

보다 함축된 정보를 질문하기에 좋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대답은 학습자의 지식과 이야기의 이해는 물론, 세

계관 등에 기초한 판단을 함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질문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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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질문(Creative Question)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 넘어 

텍스트를 변화시키는 질문이다. 창의적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듣기자는 스토리

텔러로 역할이 바뀐다. 개별 학습자는 시나리오를 발전시키고 모든 대답이 받아 

들여 질 수 있는 대답을 하게 된다. 이 창의적 질문은 구두 언어를 명료하게 연

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야기 문법이

나, 특정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해력이 향상 된다(Singer & Donlan, 

1982). 또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교사는 내면의 사고 과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을 도와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그 답을 얻었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니?” 등의 질문을 함으로서, 그 대답 뒤에 숨어있는 사고를 분명하게 

해 주는 큰 사고훈련(Think Aloud)을 도모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추론을 야기하

는 질문을 하여, 초인지적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텍스트 분석과 예측기술

을 잘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자가 책을 잘 이해하고 즐기는 수단

으로 소리 내어 읽기는 중요하다. 읽기이해를 학습하는 것과 같이, 듣기이해도 

학습 되어야 한다. 듣기 기술의 발전은 효과적인 읽기기술 발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리내어 읽기전략에 따라, 소리 내어 읽기는 의미 있는 사고와 듣

기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내어 읽기전략이 듣기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묵독(Silent Reading)과 소리 내어 읽기(Reading 

Aloud)의 비교를 통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상호 전략상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

하고, 소리내어 읽기가 듣기이해에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밝히며, 

외국어듣기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소리 내어 읽기전략을 제언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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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리내어 읽기와 듣기이해의 관계

외국어로서의 영어 읽기도 언어습득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읽기와 마찬가지로, 

그 읽기 목적은 단지 소리의 방출이 아니라, 의미의 이해나 정보의 습득에 있다. 

영어에서 이해는 주로 3가지의 이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3가지 이

해 방식은 소리내어 읽기(Read Aloud), 묵독(Silent Reading), 그리고 듣기

(Listening)를 지칭한다. 현대에 와서, 외국어교육의 의사소통적 목표 속에서, 읽

기 자체가 비중이 적어졌지만, 소리내어 읽기  전략은 의사소통적 목표 하에서

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성대(vocal tract) 움직임과 같은 동작 

행위(motor activity)는 조음과 발음 사이에서 학습자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또한 의사소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읽기교육도 단지 문자언어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음성언어로서의 발성훈련은 읽기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리 내어 읽기는 텍스트이해 뿐 만 아니라, 음운론적 처리과정

(phonological processing)에도 기여한다. 

한편, 듣기이해는 소리와 의미의 재구성을 중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듣기

는 학습자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며, 텍스트의 

문맥을 알면 그 듣기과정은 더욱 쉬워 질 수 있다(Morley, 1991). 왜냐하면 듣는 사람

이 사전지식을 쉽게 활성화해서 전달내용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이고 적절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Byrnes, 1984). 소리내어 읽기는 학습자의 듣기기술을 증진시키고, 

전체언어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 학습자의 지식을 오래 저

장 하며, 높은 수준의 사고를 고취시키는데도 중요한 활동이다. Rog(2001)에 따르면, 

소리내어 읽기의 장점은 어휘의 증진, 내용의 이해, 높은 수준의 내용이해 도모, 읽기

에 대한 동기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리내어 읽기는 학습자가 읽는 동안, 스토리

텔링의 세계에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Moss, 

2005). 그러나 단지 소리 내어 읽기만으로는 듣기이해 증진에 충분하지 않고, 적극적

인 읽기 자세와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과정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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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내어 읽기가 듣기이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Rajmonda & Arta 

(2015)는 함께 읽기(Share Reading)를 통한, 연습과 높은 수준의 사고 문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이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소리내어 읽기는 듣기 이해의 

개발을 위해, 교사의 소리내어 읽기기술 사용과 읽기기술 연습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소리내어 읽기는 듣기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듣기이해는 리터러시 훈련(literacy 

training)에도 중요하다. 듣기이해와 관련하여 소리내어 읽기는 제 2언어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책을 즐기고,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둘째, 학

습자의 듣기이해 기술을 발달시키고 연습 시킨다. 셋째, 학습자가 보다 어렵고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기술을 연습하게 

한다. 다섯째, 어휘와 배경지식을 향상시킨다. 또한, 소리내어 읽기는 억양(intonation), 

말하기 연습, 발음문제 진단, 유창성 증진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는 영

어의 비몰입환경(non-immersion setting)에서 특히 좋은 방법이다(Sueyon, 2014). 

III.  인지적 측면의 소리 내어 읽기

인간의 두뇌는 지나가는 소리 정보를 항상 점검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두뇌

는 2개의 소리가 비슷한 경우, 동일한 세포와 관련, 연결부위가 흥분하도록 만

들어졌다. 동일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면, 동일한 신경 연결이 반복적으로 

흥분하게 되며, 점차 그 소리에 익숙해진다.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다른 연결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다른 세포 집단을 자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

습자는 익숙한 소리를 식별하고, 소리가 나도록 한 사건과 연관 짓고 소리를 구

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의 두뇌는 주변에서 들리는 각각의 소리

에 대해 사고와 연상을 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이 소리내어 읽기가 영어 듣기

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리가 두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토대로, 영어 읽기가 듣기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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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소리내어 읽기는 영어의 단어, 문장, 소리에 대한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소리에 의한 자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두뇌에 잘 

기억된다. 영어 소리내어 읽기는 음소(Phoneme)와 활자화된 문자 내용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소리를 통한 음소구분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말소리는 음소와 음소 사

이에 거의 간격이 없이 나오므로, 이를 잘 구별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음성학적이고 음운론적인 읽기지도가 중요하다.

한편, 뇌과학 측면에서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뇌기능의 활성화를 통하

여, 음소의 구별과 음성학적인 소리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목표언어(Target language)에 대한 소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소리를 통한 듣기이해가 

발달하게 된다. 결국 듣기이해의 발달과 함께, 의미이해와 문장구조를 이해하게 되어, 

의미단위 읽기나 끊어 읽기가 가능해 진다. 소리내어 읽기는 자신의 소리를 직접 발성

함으로서, 그 음가를 느끼며, 뇌 기억장치에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저장되는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한편, Goswami(1993)는 음소인식(Phonemic awareness)보다 음절이나 

두음(Initial sound)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음의 인식을 위한 놀이

활동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Lewkovicz(1980)는 단어 속의 음소를 분리하기 전에, 

먼저 분리된 발화음(Speech sound)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Lundberg, Frost, & Peterson(1988)은 단어와 음절이 음소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지되

므로, 음소인식 활동은 문장 내에 단어 수를 세거나, 단어 내의 음절수를 세는 단계가, 

음소 분리 단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음소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볼 때, 소리내어 읽기는 음소 인식의 이해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IV. 소리내어 읽기와 영어교육

영어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음성언어(Phonic language)이다. 그리고 소리내

어 읽기(Reading Aloud)는 영어교육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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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읽기 자체보다 읽기 기술(skill)을 가르치는데 중심이 옮겨졌고, 읽기 연

습(training)을 활성화 하는 데는 소홀히 하였다. 또한 읽기에 있어서, 영어의 음

성학적인 원리를 모른 체, 읽기를 하는 양상이었다. 이런 면에서, 소리내어 읽기

는 음성훈련(Phonic Training)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게다가 구두언어 개발과 기

억력 향상에도 매우 유익하다. 소리내어 읽기는 영어교육에서 몇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발음 훈련이다. 소리내어 읽기는 일종의 종합적인 발음 연습이기 때

문에, 어휘에 대한 발음을 적절하게 하고, 의미단위(Meaning group)로 끊어 읽고, 

내용에 기반을 두고, 읽기를 하게 만든다.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

자들은 지역적 방언(Regional dialect)이 심하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기는 효과적

으로 제 2언어 발음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구두언어의 향상이다. 외

국어교육 환경에서 영어는 구두로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학습자들

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영역이다. 소리내어 읽기는 발음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연스런 발음습관을 갖게 한다. 읽는 과정에서 적절한 강세(Stress)의 원리를 연

습하고, 소리의 높낮이(Pitch)의 변화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내용에 따라 소리의 

거침과 부드러움의 변화(Tonal change)와 크고 작음의 효과를 통해 감정의 변화

를 만들어낸다. 결국, 소리내어 읽기는 조음(Articulation)을 위한 입의 구조를 만

들어, 입을 벌리고 발성하는 훈련을 하게 만들며, 구두언어를 효과적으로 향상

시킨다. 셋째, 보다 나은 이해력을 돕는다. 소리내어 읽기는 처음 내용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소리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표준 읽기는 학습자가 읽기에 

많은 집중을 하게하고, 상상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원래의 내용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넷째, 아는 지식을 강화 시킨다. 듣기와 말하기에 관

련된 소리내어 읽기는, 발음, 문법, 어휘 면에서 좋은 훈련이 된다. 소리내어 읽

기 훈련은 읽기 자료가 폭 넓은 주제, 어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두언어

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다섯째, 교실 분위기를 개선한다. 읽기 수업은 일

반적으로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기 쉽고 지루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러나 소리내

어 읽기를 하는 동안, 학습자는 내용에 대한 흥미와 감정의 공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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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때 소리내어 읽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째, 소리내어 읽기는 읽기 이전에 완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읽기는 이해가 기본

적인 조건이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비로소 작가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학습자는 내용을 이해하고, 글의 특징에 집중하며, 복잡한 문

장의 문법적 구조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글의 발음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런 점

에서,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 전에 준비가 중요하다. 둘째, 읽기자료

는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가 좋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은 실제상황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읽고 싶어 하며, 읽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때, 어려

운 내용은 피하고 발음이 어려운 내용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발음과 문법이 

분석되지 않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읽기목적과 내용에 대한 접근은 

사실적(Authentic) 이어야 한다. 읽기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이나 배경에 관계있

는 것이 좋다. 넷째, 소리내어 읽기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리내어 읽기는 

문자언어에 기초한 발음과 읽기 기술을 이용한 활동이다. 교사는 소리내어 읽기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음성학적 지식을 갖춰야 하며, 학습자의 읽기 오

류를 분석하여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는 발음 지식과 읽기 기

술을 결합하여, 꾸준히 소리내어 읽기를 하여, 원어민의 읽기를 따라하는 훈련

을 해야 한다. 결국, 영어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소리내어 읽기는 읽기와 소리언

어를 연결해 주는 중심축이며, 읽기능력과 기술의 향상뿐 만 아니라, 음성언어

의 기술도 증가시켜 준다. 이러한 읽기 과정은 학습자의 문자언어와 소리언어의 

통합적 능력을 향상 시킨다. 또한, 소리내어 읽기의 장점으로는, 언어와 리터러

시 학습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읽기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가져오고, 구두

언어를 이용한 소통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구두언어는 초기 읽기능력 개발의 초

석이 된다. 소리내어 읽기는 언어의 정교함을 가져오고, 듣기와 내용에 대한 반

응에도 발달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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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리내어 읽기전략의 영어교육적 의의

소리내어 읽기는 자연스런 목소리를 사용하고,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과정

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함으로 학습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과 그림을 연관시키면 창의적인 읽기가 된다. 이것은 

학습자의 두뇌 속의 뉴론(Neuron) 연결을 강화시키고 인지능력이 좋아진다. 그

리고 학습자의 어휘능력, 문장 연결능력, 기억 기술을 향상시킨다. 또한, 읽기 

내용에 몰입하게 만들어, 학습을 보다 쉽게 하고 학습자의 자신감을 향상 시킨

다. 결국, 소리내어 읽기는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력을 고취시켜, 리터러시

(Literacy) 학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리터러시 학습과 관련하여, 소리내어 

읽기는 많은 풍부한 어휘를 들을수록 이야기 구조 파악을 잘하게 한다. 그리고 

읽기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의 상호교류를 의미한다. 소리내어 읽기

는 인쇄된 단어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며, 소리를 통해 듣기자로 하여금 

글쓴이와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소리내어 읽기는 글의 개념을 전개하는 것을 

도와주며, 이야기 구조나 텍스트의 다른 요소들의 흐름도 이해가 잘 되도록 도

와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문자언어의  이해 과정과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

다(Rog, 2001). 또한, 학습자의 집중기간(Attention span)을 늘려주며 듣기기술도 

발전시킨다(Dragan, 2001). 소리내어 읽기는 더 많고 다양한 글을 읽도록 만든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는 어휘 부족이나 읽기에 대한 이해나 동기가 결여 되어

있는 학습자들에게 읽기의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흥미를 

유발하며 읽기에 어려움이 많은 학습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고, 어휘를 증진시키며 상상력을 증진 시킨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학습자에게 이야기의 전문분야 학습이 가능해지며, 과학, 역사, 지

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읽기과정

에서 적절한 문법과 단어 용법도 습득되며, 교사가 함께 읽기를 할 경우, 학습자

는 교사의 읽기기술을 따라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리내어 읽기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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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간의 유대를 공고히 만들고,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계되는 이야기구성을 토

론하고, 다양한 글의 문체와 구조에 노출된다. 또한 이야기 전개에 따라, 사회적, 

도적적 문제와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리내어 읽기

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유창하고 독립적인 읽기자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VI. 실험연구

6.1. 실험방법 및 절차

충청도에 있는 K 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소리내어 읽기(Reading Aloud) 

집단과  묵독(Silent Reading) 집단의 수업결과를 비교하여, 각 집단의 읽기 결과

가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음성학적, 음운론적적인 의미에서 질적연구

(Qualitative Research)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영어전공 학생들 10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읽기수업은 K 출판사의 중 상급 수준의 시사독해 문제집을 중

심으로, 전통적인 정독(Intensive Reading)을 하였다. 1주일에 3시간씩 15주 동안 45시

간을 수업하였으며, 문장단위의 번역과 문제풀이 형식으로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독해 수준이 다소 높은 내용이 많아, 글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영어의 보

편적 수준은 정기 교내 토익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토익 평균 349.4점 이

었다. 4개월의 수업은 어휘 암기와 속독을 한 후, 제시된 문제를 푸는 형식이었다. 어

려운 문제풀이 동안에는 학생들이 수업 집중도가 낮았고, 이해도 또한 높지 않았다. 

문자언어를 눈으로 읽기 훈련을 하다 보니, 시각적 어휘(Sight vocabulary)는 조금씩 

향상되고, 독해에 대한 이해도는 점차 증강되었으며, 4개월 동안의 학습 후에, 문자언

어를 통한 이해력 향상이 듣기 이해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실험집단(Experiment Group)은 같은 과 영어전공 1학년 2학기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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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학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주일에 3시간씩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영어읽기

를 연습한 집단으로, 교재에 제시된 읽기자료를 음성학적인 이론 강의와 음성학적인 

영어 발음훈련을 하였다. 사전에 정기 교내 토익시험을 토대로 평균점수를 분석한 결

과, 평균 354.5점 이었다.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이므로, 강세, 

억양, 끊어 읽기, 연음, 자음과 모음의 발음 등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1주일에 3시간씩 

15주 동안 매주 연습하며. 소리를 통한 이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어휘 학습에 대

한 준비는 소리내어 읽기 전에 하도록 하였다. 독해 지문에 대한 별도의 우리말의 번

역은 지양하였으며, 발성훈련만으로, 그 텍스트의 의미를 동시에 추론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은 사전 테스트에서 모의 토익 듣기평가와 독해평가를 이용하였고, 4개월 후

에 사후 테스트로 듣기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평가 듣

기 평가 자료로, C 출판사의 교재자료를 이용해, 통제집단과 똑같은 내용에 대해, 음

원을 듣고 받아쓰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나타난 단어의 음성학적 오류분석, 

연음으로 인한 학습자의 오류, 문장 단위에 대한 정확도, 철자 등을 질적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소리내어 읽기를 통한 듣기능력과 묵독을 통한 듣기능력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기 위해서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실험을 하였다. 실험집단은 소리

내어 읽기가 주는 인지적 측면의 장점은 무엇 인지 알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교내 토익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며, 영어의 발

성 원리를 가르친 후, 음성학적인 원리에 따라 영어 읽기훈련을 하였다. 또 피험자의 

듣기과정과 음소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평가를 위한 문장 단위의 받아쓰기를 구

성 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은 전통적인 영어 독해 방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영어를 

읽어가며 이해하는 수업으로, 문장단위의 우리말 번역과 내용을 설명하는 독해 수업 

이었다. 통제집단 역시 1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였으며, 듣기 평가는 교내 토익 듣

기 모의 평가를 통한 사전, 사후 평가와 피험자의 듣기과정과 음소인식을 알아보기 위

해,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문장 단위의 받아쓰기 형식의 듣기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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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결과분석 및 논의 

통제집단은 사전평가에서, 교내 모익토익에서 듣기 평균 349.4 점을 받았고, 사후평가

에서 354.5 점을 받아 5.1 점의 향상도를 보여 주었다. 묵독을 통한 이해도 훈련이 소

리를 통한 이해도에도 조금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4개월 

동안의 이해도 훈련의 성과이므로, 반드시 문자언어의 이해도 연습이 음성언어의 이

해도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기 에는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별로 보면, 10명의 학습자 중에서, 4명(A/D/F/G)은 오히려 듣기 평가에서 감소하는 결

과를 보여, 문자 언어를 통한 독해수업이, 듣기이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문자언어를 통한 이해가 소리언어를 통한 이해에 미치는 상호관계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듣기이해결과 (통제집단)

A B C D E F G H I J 평균

사

전
262 280 288 320 410 326 360 388 420 440 349.4

사

후
260 316 290 314 420 318 350 390 442 445 354.5

한편. 통제집단 학습자들의 듣기 받아쓰기를 통한 질적평가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듣기 이해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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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듣기질적평가 (통제집단)

학습자 듣기평가 분석 및 의의

A
문장을 일반적으로 잘 쓰고 있었으나, 전치사나 일부 단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in 생략, recorded를 record로, waited를 waiting 으로 표기)

B
많은 단어들을 잘못 쓰고, 있었고, 완성된 문장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문장은 
몇 개의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C
문장이 제대로 쓰여진 곳이 많지 않았고, 단어 자체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 제시된 단어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 

D
전치사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ed/ 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전체적으로 영어의 발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E 일부 문장을 쓰지 못했으며, 전치사나 과거형 음소를 구별 하지 못했다.

F
전치사에 대한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of vs to), 철자의 오류
가 있었다 (buy를 by 로 표기).

G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전치사나 과거형 굴절형 어미 /ed/ 
의 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H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영어의 음소인식
(phonemic awareness)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I
 대체로 문장을 잘 쓰고 있었으나, 전치나나 과거형 굴절형 어미 /ed/ 의 발음
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J
단어의 복수형(vegetables를 vegetable 로 표기)과 be 동사의 수의 일치(are를 is 
로 표기)나 과거형 굴절형 어미 /ed/ 에 대한 발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며(opened
를 open 으로 표기), to 부정사의 to를 쓰지 않았다 (to buy를 buy 로 표기).

질적평가 과정에서 통제집단은 전치나나 과거형 굴절형 어미(-ed), 복수형 어미(-s)

과 같은 기능어(Functional word)의 음소인식이 취약했으며, 영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음소인식(Phonemic Awareness)가 부족한 학습자가 비교적 많았다.

 실험집단은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읽기 수업을 한 결과, 교내 토익모의 시험에서 

듣기 사전평가가 평균 354.5 점 이었고, 사후평가는 373.3 점 이었다. 평균 상승폭이 

18.8 점으로 통제집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향상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개인별

로 볼 때, 2명의 학습자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H/I), 통제집단에 비해, 그 폭이 작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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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듣기평가 분석 및 의의

A

음소인식 부분에서 소리를 몇 군데 놓치고 있었다. /v/ 와 /b/ 의 소리 구별을 
잘못 들었고(vegetable를 begetable 로 표기),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소리를 정
확히 구별하지 못했다 (opened를 open 로 표기). 또한, 단어를 빠뜨리거나 다
른 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었다 (tea 누락, teen 을 can 으로 표기). 문장을 일부 
빠뜨리거나 문장 중 일부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B
문장을 부분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엇고, 단어를 잘못 듣는 경우가 있었다 (see 
it을 seat 로 표기),  left를  leaf 로 표기, ten을 can 으로 표기). 

C
문장을 부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었다 
(opened를 operate 로 표기, a를 of 로 표기, ten을  can 으로 표기, see it을  
see 로 표기).

D

부분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다 

(works를 was 로 표기, walked를 looked 로 표기, everything과 the results 생
략, pine을  pie 로 표기,a를  of 로 표기, opened를 open 으로 표기, late를 
delate  로 표기)  . 

E 문장을 거의 정확히 쓰고 있었고, 음소 구별과 문장의 완성도가 매우 좋았다. 

상대적으로 대부분 학습자의 듣기 이해도 상승폭은 통제 집단에 비교하여 보면,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듣기이해결과 (실험집단) 

A B C D E F G H I J 평균

사

전
250 285 275 330 420 318 350 390 442 445 354.5

사

후
272 320 303 345 455 350 400 388 425 475 373.3

또한, 실험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듣기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과 마찬

가지로 받아 쓰기를 통해 음성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표 4]  듣기질적평가 (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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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문장을 부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단어를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았다 
(buy를 by 로 표기, ten을 ,can 으로 표기, a를 of 로 표기)

G
부분적인 실수를 제외하곤, 대체로 완성된 문장을 썼다
(for는 불필요,opened는  open 로 표기).

H
문장을 부분적으로 누락하거나, 문장 전체를 못 쓰는 경우가 있었다
 (to buy는 buy 로 표기).

I
 부분적인 철자의 오류가 있었고 (chocolate 누락), 시제를 나타내는 굴혈형의 
발음을 제대로 쓰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문장의 완성도는 높았다 (waited를  
  waiting 으로 표기, opened를   open 으로 표기). 

J
전반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쓰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았다 (the 
results를 result 로 표기)

 

실험집단의 경우, 학습자들 간에 듣기 능력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듣기 이

해력이 우수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듣기 받아쓰기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받아쓰고 있

었고 (E/G/J), 음소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한국인이 듣기에 일반적으로 취약한 자음

(v/ b)의 구별을 못하거나, 연음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치사와 같은 강세

가 없는 기능어의 모음(/ᵊ/)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은 통제집단 학습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복수형어미(-s)나 과거를 나타나는 어

미(-ed)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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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듣기 향상도 비교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읽기전략으로서, 소리내어 읽기가 주는 인지적 측면의 장점과 

영어교육적 의의를 논하였고, 언어의 4기능 중 이해 기능인 읽기와 듣기의 상호관계

와 소리내어 읽기를 통한 듣기 이해력 향상 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영어 읽

기교육에서 이해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소리내어 읽기(Reading Aloud) 가 주는 인지

적 측면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인 읽기인 묵독(Silent Reading) 과의 비교를 

통해, 듣기 이해력에 보다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성학적인 측

면에서 볼 때,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동안, 학습자가 문자언어를 소리언어로 바꾸어 

발성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에 주는 영향은 인지적 발달과 함께, 두뇌의 활성

화에 기여하고, 듣기 이해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리내어 

읽기가 듣기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받아쓰기를 통한 듣기 

이해 과정을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통해, 음성학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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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집단별 개인의 듣기과정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4개월 동안 실시한 실험 결

과에서 실험집단인 소리내어 읽기를 사용한 집단은 듣기평가에서 통제집단인 묵독을 

통한 집단보다 듣기평가에서 평균점수의 상승폭이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실험집단의 경우에 개인별로 상승 효과가 적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체로 

높은 상승 효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가 읽기 내용을 자신의 소리로 전

환하여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통한 인지적 효과를 자극해서 듣기 이해도를 높

여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소리내어 읽기전략에서 구사한 

음성학적인 훈련들은 소리에너지를 통해 이해 기능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을 알게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소리를 통한 음소 인식과 정확한 발성 훈련으로, 좀 더 정

확하고 자신 있는 내용 이해와 영어에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특

히, 한국인들이 취약한, 영어 모음과 자음의 음소인식과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 연

음 훈련을 통한 소리 구별은, 영어 발음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목표언어인 영어에 대

한 긍정적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듣기 능력도  크게 향상 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어교육 상황에서의 영어(EFL) 읽기교육에서, 소리내어 읽기전략을 

통한 학습이 문자언어의 이해로 부터 음성언어의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구두언어

인 듣기와 말하기 교육에도 통합적인 학습전략으로서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그 동안 도외시 했던 소리내어 읽기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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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ading Aloud Strategy on Listening 
Comprehension in EFL Context

Shin Kyu-Cheol (Far East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ading-aloud strategy and look into its effects on 

listening comprehension in EFL context. Reading and listening are the skills in the 

comprehension category, while writing and speaking in the production category of the 

language four skills. In this regard, reading can be a significant tool to improve 

listening competence. As an alternative method of reading strategy, reading aloud 

plays a crucial role in comprehending texts from cognitive and affective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aspects of reading-aloud strategy and then its 

benefits. And in the experimental study, twenty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one is the control group involved in the silent reading method 

and the other is the experiment group administered in the reading-aloud strategy. 

Each group was taught English reading materials for four months and after the 

reading instructio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questions were given to students. 

Compared with the pre-test i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the results of post-test 

were superior to those of pre-test from a phonetic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qualitative research about the phonemic awareness for the listening comprehension 

are carried out. And this study analyzes the listening process through the 

reading-aloud strategy and its benefi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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