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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향상 그리고 일상생
활에서의 기초 의사소통능력 증진과 같은 목표

•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이 고려된 활동 중심 수업

• 다양한 협력 학습을 통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 중심 교수법과 전략
중심 지도법

• Z세대(Generation Z) 학습자 특성 파악: 이미지와 시각적 기호 및 부
호를 통한 정보 처리 - 인지 발달 촉진  학습자들의 성향을 반영한
교수 설계와 적용 필요



이론적 배경

• 마인드맵 활동: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내재화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영어 수업에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창의성 신
장과 더불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제공(Buzan, 2005; 
Mento,, Martinelli, & Jones, 1999). 

• 시각적 이미지화를 통한 영어 수업의 전략 중심 지도법의 한 형
태:



연구문제

• 첫째, 디지털마인드맵 활동은 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성취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디지털마인드맵 활동을 통한 영어 학습이 정의적 영역 변
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마인드맵의 정의와 효과

• 정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
인 형태의 시각적 지도(visual map)

•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과 정리에 효과적
학습자들의 사고방식을 이미지화하여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단계 주요 활동

Overview
텍스트 전체 통독해서 구성방식과 요점 파악하기

소요되는 시간 추측하기

Preview
훑어보기를 통해서 주제와 핵심 단어 찾아내기

스키마 및 선험지식을 활용해 핵심 이미지, 주가지, 부가지 그려내기

Inview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마인드맵에 세부가지 첨가하기

Review 주의 사항을 확인하여 마인드맵을 완성하기



마인드맵과 전략 중심 지도법

• 다양한 교과 내에서도 가능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마인드
맵 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이 증진되는데 효과적

• 학습자들의 배경지식과 사전 경험을 토대로 마인드맵 활동이
어휘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

• 마인드맵 영어 학습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영어 능력 성
취도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디지털마인드맵 관련 선행연구

• Fitria(2016): 마인드맵 전략(the Mind Mapping Technique, 
MMT)

• Hidayati 외(2019, 2020)와 Sayed(2019): 디지털 마인드맵 활용
전략

• 학업 성취도와 관련한 연구(Hong, 2014; Jbeili, 2013; Joseph, 
2019; Lin & Faste, 2011)



연구방법

• 대상: 초등학교

• 5학년 2개반 45명

• www.mindmeister.

com

구분
실험반학생 통제반학생

담당교사
5학년 A반 5학년 B반

인원(남22+여23) 남11명+여11명 남11명+여12명 영어전담 3년

경력합계(45명) 22명 23명

http://www.mindmeister/


영역 문항유형 비고

듣기

(25문항)

듣고올바른그림

고르기

듣고맞는설명

고르기

듣고맞는응답

고르기

듣고그림설명

고르기

듣고틀린대화

고르기

60점

만점

읽기

(15문항)

읽고공통으로

들어가는것고르기
읽고틀린문장고르기 읽고맞는응답고르기

40점

만점

설문범주 내용

기준

likert scale 1-5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영어에대한자신감 디지털마인드맵과자신감의관계

흥미도
디지털마인드맵활용영어학습에

대한흥미도

만족도 디지털마인드맵활용만족도

동기 디지털마인드맵과학습동기의관계

효과 디지털마인드맵효과성에대한인식



연구결과1

• 디지털마인드맵 활동과 영어 능력과의 상관관계

영역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도(p)

영어능력

(읽기+듣기)

실험반(N=22) 72.50 19.25
-.26 .46

통제반(N=23) 74.00 17.14

p<.05

영역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도(p)

영어능력

(읽기+듣기)

실험반(N=22) 82.00 11.50
3.37 .02

통제반(N=23) 77.50 16.22

p<.05



연구결과2

디지털마인드맵 활동에 따른 정의적 영역의 변화

정의적영역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도

(p)실험반 통제반 실험반 통제반

영어에대한자신감 3.29 3.35 1.03 1.28 -.26 .46

흥미도 3.22 3.50 1.60 1.61 -.55 .57

만족도 3.48 3.58 1.24 1.56 1.95 .66

동기 3.76 3.82 1.51 1.30 .45 .81

효과 4.08 3.95 .99 1.11 -2.42 .50

p<.05

정의적영역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도

(p)실험반 통제반 실험반 통제반

영어에대한자신감 4.15 3.32 .88 1.43 .62 .00

흥미도 4.00 3.62 1.15 1.81 -.52 .00

만족도 4.02 3.48 .85 1.18 2.43 .02

동기 3.82 3.88 1.22 1.45 -.27 .55

효과 3.92 3.55 1.35 1.40 1.99 .42

p<.05



결론

• 첫째, 디지털마인드맵을 활용한 영어 학습 활동이 영어 능력 향
상에 도움을 제공한 것을 확인

• 실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검사의 평균차를 t-검증한 결과
신뢰도 95%(유의도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 둘째, 디지털마인드맵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초등영어학습자들
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 영향

• 설문을 통해 확인한 정의적 요소(자신감, 흥미도, 만족도, 동기, 
효과) 가운데 자신감, 흥미도와 만족도에 있어 두 집단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



논의

• 디지털마인드맵 기반의 영어 학습이 초등영어학습자들의 인지
적 능력 향상에 상당부분 도움을 준 것

•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적
극적으로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습자들의 협동과 창의적 사고력 개발 및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학습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