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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So Young & Uhm, Chul Joo. (2018). Research trends on brain-based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3), 201-234. This paper investigates research methodologies as well as issues
pertaining to the brain-based learning (BBL) of English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a total of 70 Korean publications, including 39 dissertations and 31
journals published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since the 1990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and their topic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between the first period (1992~2005) and later years (2006~2017).
In the case of the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literature
studies,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undertaken in the stated order. Most work in
the first period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nd literary studies, whereas
quantitative research as well as qualitative and mixed research methods has been
conducted since 2006.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analysis of research
topics, research on 'brain-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as overwhelmingly
dominant, whereas research related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came in
secondary position in the area of English education. In particular, research focusing
on the balanced brain development on 'brain-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ccupied only a small portion of the total before 2006, whereas a wide variety of
research in the field has been conducted after 2006.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brain-based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and suggests educational directions for the future. More to the point, there
seems to be a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current brain-based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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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뇌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뇌기반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영역의 경우, 뇌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인간이 정보를 흡수하는 인지 과정을 기반
으로 뇌의 학습 원리(Brandt, 1997; Caine & Caine, 1994; Jane, 2001; Jensen, 2005; 김
유미, 2002, 2012; 정종진, 2015 등)를 규명해냄에 따라 교육 영역과 융합이라는 새로운 관
점의 뇌기반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경험의 축적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실행
된 교육이론에 대한 뇌 과학적 타당성을 증명해준다는 점(김경철, 홍정선, 2005)과 뇌 과학을
통해 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조주연, 강문선, 2016).
국내 뇌기반 교육의 연구 동향(김현경, 2011; 양수영, 2012; 이성은, 우미라, 2005; 조주
연, 강문선, 2016; 허영주, 2012)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에 시작하여 2010년대 들어 급격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영어교육 영역에서도 뇌기반 원리 이해에 기반한 ‘언
어의 뇌’(언어와 뇌의 관계성, 언어 학습의 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제2언어 학습의 뇌
기반 이해 연구부터 실제 적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뇌기반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증명되지 않은 상업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남용과 뇌기반
원리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따른 잘못된 교육적 활용(Bruer, 1999; 김경철, 홍정선, 2005;
도경수, 박창호, 김성일, 2002; 박병희, 2000; 서유헌, 2010a, 2010b; 신종호, 조영환, 이규민,
이현주, 2006; 우남희, 2004; 우미라, 2007)의 우려를 함께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뇌기반 교육 관련한 영어교육 영역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이 분야 연구의 뇌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교
육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영어교육 영역에서 진행된 모든 뇌기반 교육 연
구를 대상으로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 후, 연구 주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뇌기반 영어교육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의 성격을 지닌 첫 사례이므로 향후
예비 연구자와 교육 종사자들이 뇌기반 교육의 이해와 교수·학습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뇌기반 교육
본 절에서는 뇌기반 교육에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 영어교육
에서의 뇌 과학적 타당성 논의 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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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뇌기반 교육의 연구 동향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뇌기반 교육에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의 경
우, 1990년대 뇌 영상(brain imaging) 기술 발달을 계기로 인간의 인지 및 학습 과정에 관
한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뇌기반 교육이 진행되었고(박병희, 2000; 서유헌, 2003; 이
정모, 김성일, 이건효, 2003),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학문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었다(김현경, 2011). 미래 뇌 과학 연구를 위해 미국에서는 George W. Bush 대통
령이 1990년부터 10년 동안을‘뇌의 시대(Decade of the Brain)’라 명명하고, 뇌기반 연구
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김명희, 문승호, 2004; 양수영, 2012; 조주연, 강문선, 2016), 1992년
부터 미국교육학회(AERA)는 뇌 신경과학과 교육 분과에서 인지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과 학습 변인 탐색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였다(김
명희, 문승호, 2004).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서는 뇌 과학 기반의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범국가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남기춘, 2008; 서유헌,
2003; 이정모, 2003).
한편, EU에서도 ‘유럽 뇌 연구 10년’ 법안을 제정하였고, 일본 또한 뇌의 세기(Century
of the Brain)를 선언하여 뇌 과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서유헌, 2003). 1999년부터 2002
년까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으로 ‘학습 과학과 뇌 연구(Learning
Science and the brain research)’에 관한 미국, 스페인, 일본 3국의 공동 프로젝트가 이루
어졌으며, 이 결과로 ‘뇌의 이해: 신 학습 과학을 향해’와 ‘뇌의 이해: 학습 뇌의 탄생’을 발표
하였다(OECD, 2002; 2007).
이러한 뇌기반 교육 연구의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뇌 연구 촉진법(1998)’이 제정·공
포되었고, 이후 약 10년간(1998~2007) 한국뇌연구원(KBRI)과 한국심리학회를 중심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뇌연구원은 국제 뇌 연구 심포지엄(2012)을 개최하
여 중국, 일본, 미국의 뇌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협력 연구를 하였으며, 그 이후 매해 ‘세계
뇌 주간(World Brain Awareness Week)’에 다양한 뇌 연구 관련 분야(뇌기반 교육, 뇌와
정서, 학습, 집중력 등)의 연구물들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해오고 있다. 한국심리학회
(2003)에서는 신경언어학, 인지과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뇌기반 학습 과학 심
포지엄: 과학 교육의 혁신 방안’을 개최하여 뇌 발달에 따른 학습, 학습과 기억에 관한 뇌 영
상화 연구, 뇌기반 학습 과학 패러다임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정모 외, 2003). 이러
한 국내 뇌기반 교육의 영향으로 각 교육 관련한 학회에서도 뇌 과학과 관련된 학제 간의 연
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새한영어영문학회(정연진, 2009)에서는 ‘뇌와 언어’라는 주제로 언
어를 뇌의 작용으로 보는 인지심리학적 입장(Koizumi, 2009; Sakai, 2009)과 그 반론의 입
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 이후 뇌기반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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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제 간에 이루어진 국내외 뇌 과학에 대한 연구들은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
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수업 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즉 정서 및 상호 협력적
인 학습 환경이 더욱 부각되었으며(Deporter & Hemacki, 1992; Sousa, 2010; 김은주, 박
해정, 김주환, 2010; 우미라, 2007), 뇌 특성에 따른 과정 중심의 학습(서유헌, 2009, 2010a;
이정모 외, 2003),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가치와 존중(Caine & Caine, 1994; Garrbier,
2003), 뇌 친화적 교육 환경(Erlauer, 2003; Fogarty, 2009; Sousa, 2001; 김유미, 2007)
등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기존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보다 나은 교수·학
습의 정보를 탐구하고자 하는 교육 전문가나 교육 실천가들에게 뇌기반 학습 원리에 의한 교
육의 방향을 제공하며, 교육학 분야의 활용 방안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2.2. 영어교육 관점의 선행 연구

다음은 뇌기반 교육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앞서 언급된 뇌 과학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관점의 실제 적용에 관한 타당성 논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뇌기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뇌기반 교육이란 뇌 과학의 연구 결과로 밝
혀진 뇌가 학습하는 원리와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Jensen, 2000, 2008), 그에 기초하여 다양
한 교육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brain-based
teaching and learning)을 마련하고(Connell, 2005; Tomlinson, 2001; 김명희, 문승호,
2004; 김유미, 2006, 2007),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분야의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뇌 과학의 발달로 좌·우 대뇌
반구의 기능에 대해 재조명하는 연구와 제2언어 학습에서의 중요한 변수인 습득 나이(age of
acquisition)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신경언어학(Atchley, Rice, Betz,
Kwasny, Sereno, & Jongman, 2006; Clahsen & Felser, 2006a, 2006b; Weber-Fox &
Neville, 1996, 2001; 김희범, 1995; 이갑희, 2011), 인지심리학(남기춘, 2008; 이정모,
2001; 이정모 외, 2003), 언어학(이성은, 우미라, 2005)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희범(1995)의 경우, 신경언어학과 영어교육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며, ‘좌·우 대뇌
반구의 기능 분리’와 ‘뇌의 성숙’ 등의 관점에서 그 반례들(Genesee, 1982; Scovel, 1982;
Seliger, 1982; Shook, 1986)을 언급하고, 실제 교육적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가 설
명한 ‘좌·우 대뇌 반구의 기능 분리’에서는 좌반구가 언어 기능을 맡으며(Krashen, 1981;
Geschwind, 1972), 우반구의 공간적 처리 기능과 통합적 기능에 우세하다는 점(Albert &
Obler, 1978; 정동빈, 1993)을 바탕으로 영어교육 적용 시 적절한 시각 교재 사용의 필요성
을 제안한다(Shook, 1986; Steinley, 1983; 오해란, 2007; 이경미, 2004). ‘뇌의 성숙’에서는
뇌 성숙과 나이, 그리고 언어발달 과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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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period)에 대해 언급하고(Krashen, 1975; Lenneberg, 1967; Penfield &
Roberts, 1959), 이 시기의 언어 습득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영어 교육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 습득에서의 나이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로 Clahsen과
Felser(2006a, b)는 피상적 구조 가설(shallow structure hypothesis)을 제시하며, 성인의
단어 습득은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나, 문법의 복잡한 구조 문장에서는 실시간 처리
하는데 원어민 수준의 습득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Weber-Fox와 Neville(1996,
2001)은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이하 ERP)를 활용하여 중국인 영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학습 시기별(사춘기 이전과 이후)에 따라 의미적 관계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Sakai(2009)도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FMRI)를 활용하여, 일본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습득 나이에 따라 문장
처리(sentence processing)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반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언어 습득에 있어서 능숙도(proficiency level)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Steinhauer, White와 Drury(2009)는 능숙도와 관
련된 연구(Ojima, Nakata, & Kakigi, 2005; Steinhauer, Connolly, Stemmer, &
Whitaker, 2008; White & White, 2003) 결과를 근거로 앞서 설명한 결정적 시기 가설
(critical period hypothesis)과 피상적 구조 가설(Clahsen & Felser, 2006a, b)에 대한
반론 제기를 하면서 언어 능숙도가 습득 나이보다 L2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Muller, Judd와 Yzerbyt(2005)는 L2의 능숙도 수준과 특정한 통사적 구조에 따라 ERP결
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갑희(2011)의 연구에서도 신경언어학과 영어(언어)학에 초
점을 두고,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언어(음성, 단어, 문장, 담화) 정보의 처리,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신경언어학적 접근(언어와 기억, 언어와 전이), 습득의 나이와 능숙도에 관한 연구 결과
를 정리하여, 이러한 발견들이 영어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
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인지심리학 관점에서의 외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로 남기춘(2008)은 신경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2언어 습득 연령에 있어 주요 변수에 따른 이중 언어자의 습득에 관
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Flege, Yeni-Komshian,
& Lui, 1999; Kim, Relkin, Lee, & Hirsch, 1997)과 제2언어의 능숙도를 주요 변수로 보
는 입장(Bialystok & Hakuta, 1994; Chee, Tan, & Thiel, 1999)을 정리하여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학습법 개발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성은과 우미라(2005)는 뇌 과
학 이론에서 본 언어학적 관점을 재조명한 연구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성(이정모, 2001; 정동
빈, 1993; 황정현, 2001)과 언어의 뇌 과학적 기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고의 측면에서 본 언
어 기능의 실제 사용은 상호보완적이므로, 언어 교육에서 총체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권형규와 조장식(2007)의 경우, 뇌 기능 분화에 따른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
은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좌뇌 중심의 논리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영어교육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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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비판하며(권형규, 2009), 정량뇌파분석(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이하 EEG)을 통하여 영어 학습 유형(듣기, 말하기, 단어 과제 등)과 관련된 특정 뇌의 활성
영역을 규명하여, 균형적인 전뇌 활용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뇌 과학적 타당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의 적용에
대한 반론도 꾸준히 제시되어오고 있다. Scovel(1982)의 경우,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 연구
대상의 특성(이중 언어자와 제2언어 학습자의 차이), 행동 과업의 특성 등에 대해 반론을 제
시한다. Shook(1986)도 반구의 우세(dominance)에 관한 이론을 비판하며, 이들이 남용되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경언어학적 결과를 영어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
정적이라기보다는 언어를 뇌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시기상조로 보는 견해이다(김희범,
1995; 정연진, 2009).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향후 뇌를 기반으로 하는 영어교육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뇌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학제 간 연구의 타당성을 단순한 교육적 측면을 넘어 다양하게 살펴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뇌기반 영
어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의 분석범위를 바탕으로 주제어 검색 후 상세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자료
에서 내용상 영어 및 영어 교육과 관계없는 논문과 분석 범위 내의 논문일지라도 단순히 뇌
언어학적 이론에만 치중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 결과, 최현미(1992)의 동화를 활용한 영어
지도 연구를 최초로 학위논문 39편과 학술지 31편 총 70편의 논문이 분석 자료로 수집되었
다.
표 1. 자료 분석 범위

뇌기반 교육 범위

영어교육 영역 범위

뇌, 뇌과학, 뇌기반,
뇌신경과학, 인지과학

영어, 영어교육, 외국어1),
제2언어, 이중 언어(자)

1) ‘뇌ㆍ외국어’ 검색에서 타 외국어(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 관련된 연구들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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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준거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영어교육 영역과 뇌기반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들을
참고하여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된 최종 분석 준거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연구 기간은 199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1990년대
(1992~1999) 연구는 5편밖에 되지 않아 하나의 기간으로 정리하였고, 2000년대(2000~2017
년, 18년) 이후는 균형 있는 비교 분석을 위해 연도를 6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연구
연도별 기준은 1990년대(1992~1999), 2000년 전반기(2000~2005), 2000년 후반기
(2006~2011), 2010년대(2012~2017)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별 분석 기준으로는 영어교육 영역의 연구 방법에 관한 동향 분석 연구인
김충명(1995), 김진완(2004, 2006)과 유지영(2011)이 제시한 분석 준거와 타 교과의 뇌기반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연구인 양수영(2012)의 세부 항목 기준을 참고하여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표 2. 연구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준거

분
석
준
거
분
석
내
용

연구 방법별
(김진완, 2004,
2006)
·실증적 연구 방법
(양적, 질적,
혼합 연구 방법)
·이론적 연구 방법

연구 방법 및 연구 유형
영어교육 영역
연구유형별
(유지영, 2011)
(김충배,
연구 방법
연구유형
1995)
·양적 연구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

·문헌 연구

·이론 분석

·조사 연구

·분석 연구

·평가 연구

·사례 연구

·실험 연구

·혼합 연구

·분석 연구

뇌기반 교육
연구 방법별
(양수영, 2012)
·양적 연구 방법
(질문지법, 검사법)
·질적 연구 방법
(면담, 참여관찰,
내용 분석법, 저널)
·문헌 연구

수집된 분석 대상 자료들은 설문지와 검사, 평가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
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각 연구의 방법별로 세분화된 준거는 분석의 의미를 찾기 어려
웠다.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들을 고려하여 혼합 연구 방법을
포함하였고, 영어교육 영역에 평가 연구와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
므로 분석 준거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연구 방법별로 실증적 연구 방법에는 양적, 질적, 혼합
연구 방법을, 이론적 연구 방법에는 문헌 연구 방법으로 분류하고, 더욱 명확한 분류를 위해
세부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된 방법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된 최
종 연구 방법별 분석 준거는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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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주제별 분석 준거는 영어교육 영역의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유지영, 2011)과
각 분야의 뇌기반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김현경, 2011; 양수영, 2012; 조주연, 강문선
2016)의 주제별 분석 준거를 참고로 예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
하였다.
표 3.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준거

분
석
준
거

연구 주제 영역
영어교육

뇌기반 교육

연구 내용별
(유지영, 2011)

연구 영역별
(김현경, 2011)

· 습득/학습이론

분
석
내
용

· 교수방법론

·학습자 유형 진단

· 멀티미디어

·효과적 학습법 개발 및

· 평가 · 교재론

학습 중 두뇌 변화 추적

· 교사양성

·학습법 검증

· 교육정책 및 과정

·뇌 과학적 이해와

· 제2언어 학습자

교육적 시사점

· 기타

연구 영역별

연구 주제별
(양수영, 2012)
·발달 및 심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방법

(조주연 외1명,
2016)
·학습·인지·뇌 이해
연구
·학습자 이해 연구

·교사교육

·뇌 과학적 해석 및

·부모교육

시사점 연구

·교육평가

·학습법 적용 연구

·시설 및 환경

국내 뇌기반 교육 연구의 짧은 역사로 인해 영어교육 영역에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
행되지는 않았으나, 예비 연구를 통해 영어교육의 연구 내용별 범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네 가지 영역을 정하였고, 표 3의 선행 연구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였
다. 이에 이론 이해 연구와 교수·학습법 영역은 각 두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제2언어 학
습 시 뇌의 인지 과정의 변화 추적 연구가 있었기에 ‘두뇌 추적 연구’ 영역을,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뇌기반 교육 활동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어 ‘뇌기반 교재 연구’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최종 연구 주제별 분석 준거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본 연구의 분석 준거

연구 분류

연구 연도

분류 범주

세부 영역

1990년대

1992 ~ 1999

2000년 전반기

2000 ~ 2005

2000년 후반기

2006 ~ 2011

2010년대

2012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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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별
실증적 연구
(김충명, 1995)
방법
(김진완, 2004, 2006)
(유지영, 2011)
(양수영, 2012)
이론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별
(김현경, 2011)
(유지영, 2011)
(양수영, 2012)
(조주연, 강문선,
2016)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문헌
연구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두뇌 추적 연구
학습자 이해 연구
교재 연구

실험, 조사, 상관 연구
(설문지법, 평가, 뇌파측정도구 검사 등)
분석 연구
(면담, 참여관찰, 내용 분석법, 저널(자기보고서) 등)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 방법
문헌 연구
기존 교수법에 대한 재조명 연구
뇌 과학적 해석 및 교육적 시사점
뇌기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연구
뇌기반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뇌기반 학습자 유형 이해 연구
뇌기반 교재 분석 연구

3.3. 분석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1의 분석 범위를 통해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39편과 학술지
논문 31편으로 총 70편이 수집되었고, 예비 연구를 통해 표 4의 분석 준거에 따라 분류하였
다. 예비 연구 과정에서 분석 준거와 내용 범위의 적절성 논의는 뇌기반 교육 관련 영어교육
전문가 1인과 이메일을 통해 상의하였고, 최종 분석 과정에서는 영어교육 전문가 1인과 분석
준거들을 충분한 숙지한 후 2회에 걸쳐 공동 분석 작업을 실행하였다.
연구 방법별 분류에서 연구논문 중 EEG 및 ERP와 같은 전기적 뇌파 측정법, FMRI와
같은 뇌 영상화 장치 등을 사용하여 두뇌 활성화를 분석한 연구는 통계 방법을 통해 연구 결
과를 도출하였기에 양적 연구 방법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별 분류에서는 분석 준거에
의한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 논문의 최종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학술지 논
문과 학위 논문에서 중복되는 연구들은 보다 상세한 내용 기술이 되어 있는 학위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두뇌 변화 측정 도구를 활용한 뇌 활성화 분석에 관련된 연구들은 ‘제2
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영역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5는 수집된 분석 대상 자료의 연도별 연구 분포를 나타낸다.
표 5. 분석 대상 자료의 연도별 분포

1990년대
(1992~1999)

2000년대 전반
(2000~2005)

2000년대 후반
(2006~2011)

2010년대
(2012~2017)

계

학위논문

3(7.7%)

4(10.2%)

17(43.6%)

15(38.5%)

39(100%)

학술지

2(6.5%)

7(22.6%)

8(25.8%)

14(45.1%)

31(100%)

계

5(7.2%)

11(15.7%)

25(35.7%)

29(41.4%)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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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준거를 기준으로 연구 연도에 따른 연구 방법별과 연구 주제별 동향을 파
악하기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분포도를 산출하였
고, 표를 제시하여 동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4. 연구 동향 분석 및 논의
4.1.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

다음 표 6은 뇌기반 교육 관련한 영어교육 영역의 전반적인 연구 방법별 분포와 연구 연
도에 따른 연구 방법별 분포 동향 결과이다. 연구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연구 방법별 분포 분석

분류 범주
실증적
연구 방법

학위

학술

총계

양적 연구 방법

22

21

43(61.4%)

질적 연구 방법

2

3

5(7.1%)

혼합 연구 방법

5

1

6(8.6%)

29

25

54(77.1%)

10

6

16(22.9%)

소계
이론적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방법
소계

10

6

16(22.9%)

총계

39(55.7%)

31(44.3%)

70(100%)

위의 전체적인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 실증적 연구 54편(77.1%), 이론적 연구 16편
(22.9%)이 관찰되었다. 이 중 양적 연구가 43편(61.4%)으로 가장 많고, 문헌 연구 16편
(22.9%), 혼합 연구 6편(8.6%), 질적 연구 방법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5편(7.1%)을 차지하
고 있다. 방법별 연구를 살펴보면, 이 중 전체 연구의 61.4%(43편)가 양적 연구 방법(강승연,
2015; 권나영, 1999; 김은정, 2010; 박종민, 2010; 성귀복, 1997; 이경미, 2004; 이한나,
2009; 이흥로, 2000; 조경순, 2008; 조은혜, 2014; 주미란, 2013; 최지희, 2011; 홍승연,
2012 외 15편)으로 실험 연구 후에 효과성 측정을 위해 설문지와 평가 등을 사용하였고, 두
뇌 측정 장치(EEG, ERP, FMRI)를 활용한 연구(김성아, 2016; 나윤주, 2013; 박해일, 2014;
박현주, 2014; 이승복, 연은경, 이다미, 정관진, 2002; 정원일, 2011; 정효선, 2009 외 8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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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연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이론적 연구 방법의 문헌 연구 방법(김희범,
1995; 송호영, 2012; 이윤희, 2003; 이은정, 2006; 최현미, 1992; 한민정, 2007 외 10편)이

전체의 22.9%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이상 방법을 사용한 혼합 연구의 평가지,
교수 일지와 면담(이정은, 2009), 설문지와 직접 관찰법(김해영, 2012), 설문지와 면담(김태
경, 2015)의 경우 8.6%로 사용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의 내용 분석법(고경석, 2003; 허근,
2014 외 2편), 저널(전채연, 2012)도 7.1% 사용되었다. 이를 연구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연도에 따른 연구 방법 분포

2000년대

2000년대

(1992~1999)

전반
(2000~2005)

후반
(2006~2011)

(2012~2017)

학위

학술

학위

학술

학위

학술

학위

학술

학위

학술

2

1

1

5

10

4

9

11

22

21

1990년대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실
증
적

소계

3

6

질적
연구

1

소계

0

14

이
론
적

문헌
연구
소계
총계

1

2

0
1

0
1

0
1

2

1

6

43
2

2

3
4

2
1

총계

20

1

혼합
연구
소계

2010년대

5
0

5

4
3

1

3

1
6

1

10

6

2

3

9

2

16

5(7.2%)

11(15.7%)

25(35.7%)

29(41.4%)

70(100%)

위의 분석 결과, 1990년대는 주로 설문지와 평가 등의 검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문헌 연구를 통한 뇌기반 이해의 교
육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뇌기반 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교수법의 효과를 알아보거나, 언어 학습 시의 두뇌 활성화 측정을 위해 FMRI와
ERP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문헌 연구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질적 연구
방법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질적 연구는 이론에 따른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제시된 교육 활동 실행 후 학습자의 변화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교육 활동에 대한 뇌 과학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2000년대 후반기에도 양적 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212 ∣ 정소영 ․ 엄철주

전체 연구 기간을 통틀어 문헌 연구 방법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이는 주로 문헌을 통해 언
어 학습 시 변인 요인의 고려사항에 대한 뇌 과학적 이해 기반의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거나
기존 교육 방법에 대한 뇌 과학적 타당성을 재해석한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두뇌 기반 원리
에 근거한 교육·학습 방법에 대한 효과성 측정과 함께 학습자의 변화 과정 분석을 위해 학습
자와 교사의 면담, 교사 일지, 학습자 관찰 등을 사용한 혼합 연구 방법이 시작되었다. 2010년
대 들어 현재까지 이전 시기와 달리 문헌 연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비해 양적 연구 방법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의적 영역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 활용과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혼합 연구 방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김진완(2004, 2006)이 보고하고 있듯이 대체로 2000년대 이전의 영어교
육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에 치중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해 관심
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2000년대 후반기 이후 질적·혼합 연구의 증가는 양
적 연구의 한계 즉, 변인 통제의 어려움과 실제 적용 수업에서의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유지영(2011)의 연구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연구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상
대적으로 그 수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4.2.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다음 표 8은 뇌기반 교육 관련한 영어교육 영역의 전반적인 연구 주제별 분포와 연구 연
도에 따른 연구 주제별 분포 동향 결과이다. 연구 주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연구 주제별 분포 분석

분류 범주
이론 이해
연구
교수ㆍ학습
방법 연구
두뇌 추적
연구
학습자
이해 연구
교재 연구

세부 영역
기존교수법 재조명 연구
뇌 과학적 해석 및 시사점 연구
소계
뇌기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연구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소계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소계
제2언어 학습자 유형 연구
소계
뇌기반 교재 연구
소계
총계

학위논문
5
4
9
17
6
23

학술지
0
7
7
4
1
5

총계
5(7.1%)
11(15.7%)
16(22.8%)
21(30.0%)
7(10.0%)
28(40.0%)

5

10

15(21.4%)

5
2
2
0
0
39(55.7%)

10
7
7
2
2
31(44.3%)

15(21.4%)
9(12.9%)
9(12.9%)
2(2.9%)
2(2.9%)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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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체적인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 교수ㆍ학습 방법 연구’가 28편(4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론 이해 연구’ 16편(22.8%),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15편(21.4%),
‘학습자 이해 연구’ 9편(12.9%), ‘교재 연구’ 2편(2.9%) 순으로 관찰되었다. 주제별 연구를
살펴보면,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영역에서 교수·학습법 탐구에 관한 연구(강미나,
2015; 김은정, 2010; 김해영, 2012; 오지현, 2017; 이윤희, 2003; 이한나, 2009; 최지희,
2011; 최현미, 1992 외 13편)와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신수정, 2017; 신지희, 2005;
홍승연, 2012 외 4편)가 각각 30.0%, 10.0%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의 기존 교수법 제시 연구(구지연, 2004;
송호영, 2012; 이은정, 2006 외 2편)와 뇌 과학적 해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김희범, 1995;
배대권, 2013; 조윤경, 2009; 허유정, 2010 외 7편)가 각각 7.1%, 15.7%로 전체의 22.8%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 많이 이루어진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권형규, 2009; 김성
아, 2016; 이승복, 윤효운, 연은경, 2005; 정원일, 2011; 정효선, 2009; 차경환, 2008 외 9편)
는 21.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제2언어 학습자 유형 연구(권현지, 2014; 민채령, 민찬규,
2012; 조경순, 2008 외 6편)는 12.9%로 지금까지 연구 기간에 비해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교과서 분석에 대한 뇌기반 교재 연구(고경석, 2003; 김진석,
2009)도 2.9%로 가장 적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구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연구 연도에 따른 연구 주제별 분포

분류
범주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

세부 영역

1990년대

2000년대 전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1992~1999)

(2000~2005)

(2006~2011)

(2012~2017)

학위

학위

학술

학위

학술

학위

학술

1

0

3

0

1

0

5

0

2

4

3

0

1

11

기존교수법
이론 연구
뇌 과학적
해석 및
시사점 연구

1

소계
뇌기반
교수
ㆍ학습
방법
연구

학술

교수·학습
방법 탐구

1

3

10

2

총계

16

3

1

2

0

5

0

7

3

21

0

0

1

0

1

0

4

1

7

연구
학습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소계

4

3

6

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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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추적
연구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소계

학습자
이해
연구
교재
연구

0

0

4

4
1

0

뇌기반
교재 연구
소계
총계

2

0
0

2

5

제2언어
학습자 유형
연구
소계

3

6
2

3
1

0

4

1

15

15
5

6
1

9
9
2

0

1

1

0

2

5(7.2%)

11(15.7%)

25(35.7%)

29(41.4%)

70

위의 분석 결과, 뇌기반 교육 관점의 영어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5편(7.2%)
을 시작으로, 2000년 전·후반기에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찰된 전체 연구의 절반 이
상 54편(77.1%)이 2000년대 후반기와 201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졌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는 뇌기반 이론 관점의 연구가 처음 시작된 시기로서 기존 교육 활동의 뇌 과학적
해석을 통해 교수법 제시하거나 뇌기반 원리의 이해를 통해 좌·우뇌의 균형적인 활성화를 위
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00년 전반기는 다른 주제 영역에 비해
언어 학습 시 두뇌 활성화의 실제 변화를 측정한 두뇌 추적 연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적지만 교과서 분석 후 우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 제시한 뇌기반 교재 연구도 진
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기는 뇌기반 영어교육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 뇌기반 교수·학
습 방법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뇌기반 영어교육 영역의
연구 기간 내에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언어 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을 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와 뇌 과학적 해석을 통한 언어 습득에
관한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타당성 근거 제시와 문제점 제기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EEG와 ERP 등을 활용한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개별 학
습자의 유형 분석을 통하여 영어학습 방식의 선호 관계성에 대한 학습자 이해 연구가 시작되
었다. 2010년대에는 뇌기반 이론 이해 영역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뇌기반 교
수·학습 방법 연구가 이전 세 시기에 비해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어휘 관련한 연구나
영어수업에 신체 활동을 통합한 연구 등의 다양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들이 확대되었다. 더불
어, 좌·우뇌 학습자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교재 유형 및 교육 활동 제시 연구나 학업 성취도 상
관관계에 대한 제2언어 학습자 유형 연구도 가장 활발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주제별 분포에서 2000년 후반기 이후 뇌기반 관련한 영어교육 연구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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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현상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한 제7차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3, 고시: 2007.2.28) : 초·중등 교육과정의 시행
으로 인해 학습자의 인지 및 정의적 영역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뇌의 이해를 포함
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접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0년대 들어서
면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실제 적용 연구나 신경과학적 타당성에 기반을 둔 두뇌 추적 연
구는 점차 늘어난 반면에 문헌을 통한 이론 이해 연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참고로, 타 교과
영역의 뇌기반 교육 연구(예, 양수영, 2012; 이규일, 2012)는 1990년대 초기 연구시기에 이
론 이해 연구가 먼저 심도 있게 이루어진 후 기타 응용의 연구 주제와 방법 연구로 확대되었
으나, 뇌기반 교육 관점의 영어교육 연구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이론 이해 연구가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연구의 양이나 질로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뇌기반 교육 관련한 영어교육 영역의 논문들이 연구 주제별로 어떠한 연구 방법
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은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방법 분포표이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부록 1.에 제시
되어 있다.
표 10.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방법 분포

연구 방법
양적 연구
학위
학술

연구 주제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

교수
ㆍ학습
방법
연구

혼합 연구
학위
학술

이론적 연구
문헌 연구
학위
학술

기존교수법
재조명

0

0

0

0

0

0

5

0

뇌 과학적
해석 및
시사점

1

1

0

0

0

0

3

6

소계
뇌기반

실증적 연구
질적 연구
학위
학술

2(4.7%)

0

0

14(87.5%)

교수·
학습법
연구

11

3

1

1

3

0

2

0

수업 모형
및 적용 연구

3

0

1

1

2

0

0

0

소계

17(39.6%)

4(80%)

5(83.3%)

2(12.5%)

0

0

제2언어
두뇌
추적
연구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소계

5

10

15(34.8%)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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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이해
연구
교재
연구

제2언어
학습자
유형 연구
소계
뇌기반 교재
분석 연구
소계
총계

2

7

0

9(20.9%)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20%)

1(16.7%)

0

43(100%)

5(100%)

6(100%)

16(100%)

위의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 분석 결과, 양적 연구를 사용한 연구들은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39.6%)가 가장 많고, 주로 뇌기반 교수·학습법이나 수업 모형 적용 후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설문지나 평가지 등의 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34.8%)도 이중 언어자의 과제에 따른 언어정보처리 과정에 관련된 두뇌
활성화 측정을 위해 뇌파 검사(EEG, ERP)나 뇌영상 장치(FMRI)를 활용한 연구와 두뇌 발
달 단계에 따른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4.7%)도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87.5%)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기존 교수법에 관련된 교육 활동에 대해 뇌 과학적으로 재해석한 연
구와 영어 학습 시 변인 요인에 대한 뇌 과학적 이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80.0%)와 뇌기반 교재 연구
(20.0%)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뇌기반 관점의 교수법 적용 후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는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흥미도, 불안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
습자 면담, 직접 관찰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
들은 주로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83.3%)로 교수법 적용 후 학습 성취도 효과 확인을
위한 평가지(양적) 활용과 연구 기간 내에 학습자의 변화 분석을 위한 교수 일지와 면담(질
적)을 함께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뇌기반 교재 연구(16.7%)에서 교과서 분석 후 제시한 활
동 결과와 학습자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직접 관찰법, 학습자와 교사 면담 등 2개 이상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4.3. 연구 주제별 내용 분석

다음은 연구 주제의 각 영역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
고, 균형 있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첫째,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 영역은 문헌을 통한 뇌 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 교수
법을 재조명한 연구와 언어 학습 시 뇌의 학습 원리 이해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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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전반기에 시작되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기존 교수법을 재해석한 연구로 스토리텔링 교수법(구지연, 2004), 청화식 교수법과 전
신반응 교수법의 비교연구(이은정, 2006), 의사소통능력 중심 교수법(지효정, 2007), 전신반
응 교수법(김보미, 2008) 등의 다양한 영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뇌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
로 교육적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뇌 과학적 해석 및 시사점 연구는 영어교육의 신경과학적 접근에 대한 이해 연구(김
희범, 1995), 영어 학습 시기, 한국어와 영어학습의 관계, 성별에 따른 언어정보처리 방식 등
의 학습자 변인 요인들에 대한 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 관점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강석기,
남기춘, 이재호, 2008; 조윤경, 2009), 영어 교수·학습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 해석 연구(배대
권, 2013), 그리고 두뇌 발달 단계에 따른 조기 영어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이흥로,
2000; 황대욱, 2011)가 있다. 특히, 오해란(2007)은 초등 문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초
등학교 3학년에 시작되는 영어 교과서의 문자 교육 도입 시기와 네 가지(four skills)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검토한 후 뇌의 언어처리 기제, 뇌의 발달 단계, 기억 촉진 전
략, 학습자의 정서, 뇌 가소성을 고려한 문자 교육에 대한 뇌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로
볼 수 있다(이성은, 우미라, 2005).
이 영역의 연구는 기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뇌 기반 이론 이해를 통한 재해석과 언어
학습 시 주요 변인에 관해 뇌 과학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으
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조주연, 강문선, 2016). 그러나 이들 연구는 영어 교수법
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전 교육 이론들에 대해 단순히 뇌 과학적 타당성 여부만을 입증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 교수법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주는 이론
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뇌 기반 관점의 영어교육 이론이 체계화되지 않은 현재 상
황에서 언어와 뇌의 관계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의 구체적인 검토(김희범, 1995; 이갑
희, 2011; 정연진, 2009)가 요구되며, 앞으로 기존 언어 교수·학습이론과 인지 및 정보처리
과정의 뇌의 기제를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폭넓은 이론 이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영역은 뇌의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한 영어 교수법 제
시와 수업 모형 적용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 영역의 연구 경향은 2000년대 후반
기(2006~2017)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이후 뚜렷
한 연구 내용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뇌 기반 관점의 최초 영어교육 연구는 동화(storybook)
를 활용한 교수법 연구(최현미, 1992)를 시작으로, 이 연구에서는 뇌 기반 초등 영어교육의 실
행 타당성, 영어 전문 교사 양성체계, 초등학생을 위한 통일된 교재, 말하기와 듣기 중심 수업,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안하였고, 초·중·고등학교 간의 영어교육 연계성 등 영어교육의 전반적
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의 연
구로써 영어 교육 과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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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0년 전반기 이전 연구는 주로 언어정보에 대한 좌·우뇌 기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 뇌
균형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권나영, 1999; 성귀복, 1997; 이윤희, 2003)로 좌뇌 중심의 교수 방
법, 교과서 및 평가 방식의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영어 학습에 있어 좌·우뇌 상호작용에 따른
양 뇌 균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수법을 제시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00년 후반기 이후에는 연구 내용의 다양한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로 현행 초·
중·고등학생의 영어 교수 방법과 뇌기반 학습 원리의 영어 교수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강미
나; 2015; 장미혜, 2015), 어휘 관련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강미나, 2015; 강승연,
2015; 박정혜, 2010; 안진숙, 2015; 이경미, 2004; 최지희, 2011)와 예체능을 통합한 영어교
육 연구(김성은, 2015; 김은정, 2010)가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어휘 관련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특징은 이미지(마인드맵이나 그림)를 활용한 어휘 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은 기존 전통적 어휘 지도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이미
지와 텍스트를 활용한 어휘 교육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 신경 경로 자극하여 장기 기억 효과
(Goel & Dolin, 2001; 강승연, 2015; 김명희, 문승호, 2004; 안진숙, 2015)를 기대할 수 있
다는 점과 비언어적 언어 입력은 우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균형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라 볼 수 있다(Jensen, 2000, 2005; Siegel, 1999).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중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예체능(체육, 미술 교과) 활동이나 유산소 운동
과 같은 신체 활동이나 동작과 언어 학습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교수법 제시 연구
이다. 이러한 예체능을 포함한 활동은 학습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신경발달과 학습
의 효율이 높아져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코르티솔(Cortisol)의 과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며, 그
에 따라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연구이다(Hannaford, 1995; Jensen, 2005; 김
유미, 2000; 김성은, 2015; 조주연, 1998). 이는 많은 신체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효
율적인 언어 학습을 촉진해 준다는 두뇌 기반 학습 원리(Connell, 2005; Jane, 2001;
Jensen, 2005; 김유미, 2007; 윤영화, 2001; 정종진, 2015; 조주연, 1998 등)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신체 활동만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활동 후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신종호 외, 2006).
이들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현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입시 위주 교육, 즉 주입식·
획일화 교육에서 벗어나 예체능 활동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높은
흥미에 의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과 영어 학습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진정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Rhodes, 2003; Weiss, 2000).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좌·우뇌 활성화가 각각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 순차적으
로 조화롭게 정보 처리한다는 점(Caine & Caine, 1994)과 ‘좌·우뇌의 기능적 차이는 처리
하는 과제의 특성 차이가 아닌 정보처리 방식의 차이’(Kitterle, Christman, & Hellige,
1990; Sergent, 1982; 신종호 외, 2006, p. 99 재인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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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감각이나 신체 활동 등을 활용한 연구는 기존의 교육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도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뇌기반 학습 원리에 따른 영어 수업 모형 제시 후 그 효과성을 다룬 연구로써
뇌기반 관점의 유아 영어 수업 모형의 효과 연구(홍승연, 2012)와 읽기 수업 모형 연구(신수
정, 2017) 등이 있다. 특히, 신지희(2005)는 제2언어 습득 나이에 대한 결정적 시기 가설과
민감한 시기 가설(sensitive period hypothesis)을 뇌 과학적으로 해석한 후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영어 발음 인지 치유 연구를 통해 영어 발음 지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뇌 기반 관점의 체계적인 영어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 학습과 뇌
에 관한 이론 이해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실제 적용 연구와 내용 면에서
어휘 관련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편중 현상이 바람직한 연구 방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이 구체적인 뇌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된 연구인지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연
구 내용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 연구’ 영역은 뇌기반 교육과 관련된 신경과학, 인지심
리학, 교육심리학 등의 분야와 영어(언어) 관련 학과와의 협동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
대 전반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들은 두뇌 측정 도
구(EEG, ERP, FMRI)의 분석을 통해 이중 언어자의 언어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통합 수업 모형 연구가 이
루어졌다. 특히, 제2언어 학습 시 후기 이중 언어자의 통사 처리 과정(이승복 외 3명, 2002),
습득 시기와 산출(이승복 외 3명, 2004b) 그리고 어휘 체계(이승복 외 2명, 2005; 차경환,
2008) 등의 연구는 FMRI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다양한 과제 수행 시 뇌 활성화 변화
차이를 밝혀냈다. 또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정원일, 2011)이나 어휘 및 구
문(김성아, 2016; 나윤주, 2013) 과제를 제시하고, ERP를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처리 과정에
서 발생하는 과정의 행동 반응과 뇌 활성화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권
형규(2009)는 EEG를 활용하여 영어 능력에 따른 대뇌 피질 내의 뇌 기능 분화의 차이를 분
석하고, 영어 학습에 관여하는 영역별(듣기·쓰기 능력, 단어 수준, 단어 기억, 말하기 등)에
맞는 좌·우뇌 균형 발달의 학습 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외에도 영어 어휘 수준
의 영어 생산과 신경과학 관계성 연구(박해일, 2014)나 통역사들의 두뇌 활성화 및 인지 과
정 수행 능력 연구(박현주, 201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과학 발달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언어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제 간 협동연구로 제2언어 학습 시 실제 두뇌 변화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라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뇌 과학과 교육의 융합 교육에 대해 과학적 근거
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신경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
며(김성일, 2006; 도경수 외, 2002; 신종호 외, 2006), 언어 학습 시 이루어지는 두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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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할에 대한 실제 두뇌 관찰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면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지 과정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 등 다른 학문과의 상호 융합적
인 연구(도경수 외, 2002; 신종호 외, 2006; 이지현, 박정은, 2014)와 함께 향후 영어교육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언어 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남기춘, 2008; 이갑희, 2011).
넷째, 뇌기반 접근의 ‘제2언어 학습자 유형 연구’ 영역으로, 2000년 후반에서야 대부분 연
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두뇌 기반 학습 원리의 실제 적용 연구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 학습자의‘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DePorter & Hernacki, 1992; Green,
1999; Slavkin, 2002; Sousa, 2001)라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학습자의 뇌는 다를 뿐만 아니
라, 같은 연령대일지라도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Jensen, 2005; 김유미, 2007; 문승호, 2004; 서유헌, 2010a, 2010b). 다시 말해서, 국내 교실
수업 환경을 고려해볼 때, 학습자들에게 개별화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학습자 유형 이해 연구’를 기반으로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유형에 따른 다양한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이경랑, 2008). 이러한 연구로 좌·우뇌 유형에 따른
영어 학습 불안과 영어 성취도 상관관계 연구(주미란, 2013), 뇌 선호도에 따른 영어 쓰기 유
형의 상관관계 연구(민채령, 민찬규, 2012), 과학고 학생과 외국어고 학생의 영어 과제 수행
시 활동 분석(조선희, 최유용, 이건호, 2012) 등 학습자 유형 도구 검사를 활용한 인지적, 정의
적 영역의 관계성 연구(권현지, 2014; 박홍근, 심준영, 2014; 조경순, 2008)들이 있다.
하지만, 이 영역의 연구가 학습자 유형 도구의 활용 등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이유에
대해 ‘뇌 과학 발달이 아직 개인의 구체적인 사고 과정을 뇌 신경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만큼
미시적 연구는 미흡한 상태’(조주연, 강문선, 2016, p. 107 재인용)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
어교육 관련 종사자나 연구자에게 있어서 두뇌 관련된 실제 추적연구는 의학적 장비 활용의
어려움과 학문 영역별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현경,
2011; 허지영, 2012). 이러한 현실에서 학습자 유형의 뇌 과학적 이해와 실제 적용 연구에 대
한 결과 축적은 언어정보 입력 시 학습자의 인지와 정보처리 방식에 관한 이해를 가져다줄
수 있어서 학습자 유형에 따른 영어교육 영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다섯째, ‘뇌기반 교재 연구’ 영역은 2000년대 전반기에 시작된 연구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뇌기반 교육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
(김성일, 2006; 박선형, 2009; 허영주, 2012)과 교과서 개발은 교육 과정의 목표와 절차에 따
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교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영
역의 연구는 우뇌 자극을 위한 교재 활용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고경석, 2003)
와 현 교과서 분석을 기반으로 양 뇌 균형을 위한 교육 활동 연구(김진석, 2009)가 있다. 이들
연구는 교과서에 나타난 우반구 활성화를 돕는 여러 가지 극화 활동과 교재 활용을 다루고 있
는데 양 뇌 균형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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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 연구 주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뇌 과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연구와 뇌기반 교
육 관점의 영어교육에 관한 중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
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연구 주제별 분석 준거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가 문헌을 통한 뇌 과학적 지식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영역이라면,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연구 방
법을 통해 그 효과성을 증명해주는 영역이다. 또한, 두뇌 추적 연구는 실제 측정 도구를 활용
하여 뇌 활성화의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뇌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여주는 영역이며, 학습자 유형 이해 연구는 뇌기반 교육의 주된 목적인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두뇌 기반 관점의 영어교육이 개별 학습자에게 더욱 진정성 있는 체계적인 학습
이론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 방법과 함께 개별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상세히 관찰
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문헌 연구를 통해 폭넓은 이론 이
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 주제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뇌기반 교육 관련한 영어교육 영역의
보다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뇌기반 교육 관련 국내 영어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총 70편(학위 39
편, 학술지 31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연도에 따라 연구 방법별, 연구 주제별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영어교육 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1992년을 시작으
로 2000년대 전반기에 점차 늘어나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약 76%)이 2000년대 후반기와 201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를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양적 연구와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주로 뇌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좌·우뇌 균형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수가 미비하였으며, 다른 연구 주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대 전반기에 들어
학제 간의 협력 연구로써 이중 언어자의 언어 학습 시 이루어지는 의미 체계, 통사 처리 등의
과정을 실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한 두뇌 추적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뇌기반 교수·학습 방
법 연구와 문헌을 통한 뇌 과학적 이론 이해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 후반기 경우, 문헌 연구를 통한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의 언어 학습 시 학습자 변인
요소에 대한 뇌 과학적 해석 및 교육적 시사점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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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양적 연구와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한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확대와 언어 학
습 시 두뇌 추적연구, 그리고 학습자 유형 이해 연구까지 가장 폭넓은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
어진 시기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문헌을 통한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 영역은 급격한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연구 내용의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신경과학적 두뇌
측정 도구(EEG, ERP, FMRI)를 활용한 사용한 두뇌 추적 연구 그리고 학습자 유형 이해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성을 검증을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학습자의
직접적인 변화 과정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이 두 가지 이상 연구 방법을 사용한 혼합
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영어교육의 연구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뇌 과학적 이론 이해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교육에 실제 적용하는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
구에 있어서 뇌 과학적 이해 부족의 결과나 단순한 뇌기반 원리를 통한 적용 연구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며, 다수의 양적 연구가 소수의 질적 연구보다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김진완, 2004, 2006).
뇌기반 교육은‘학습하는 뇌’에 대한 뇌 과학적 기본 원리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김유미, 2007; 서유헌, 2003; 조주연, 이병승, 2005). 영어교육 영역에서도 이러한 원리
를 교육 과정이나 교실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성을 증명하여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이성은, 우미
라, 2005). 본 연구는 뇌기반 교육 관점의 영어교육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동향에 대
한 첫 분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자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이
분야의 영어교육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뇌기반 교육 관점의 영어교육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뇌 과학적 원리의 이해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뇌 과학적 영어 교수법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연구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필요하겠다. 또한, 이러한 뇌 과학적 교수·학습 방법 연구나 학습
자 유형 이해 연구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혼합 연구가 종합적이고도 균형
있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주제에 있어서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언어의 뇌
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의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언어학습의 신경과학적 현상에 대한 학제 간 연구 확대는 객관적 타
당성 입증을 위한 직접적인 연구가 될 것이며, 제2언어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므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연구 주제 내용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뇌기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영역은 비교적 실험과 조사가 용이한 어휘 관련한 교수 방법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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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러나 뇌기반 원리를 통한 영어교육의 중요한 4가지 기능(four skills)에 관련된
다양하고 확장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학습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복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석 준거를 보다 세분화하고 분류
결과를 상호 교차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뇌기반 교육 연구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
외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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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 분포표
연구 주제

뇌기반
이론
이해 연구

연구 방법

양적 연구
학위

질적 연구
학술

학위

혼합 연구
학술

학위

이론적 연구
학술

학위

기존
교수법
재해석

구지연(2004)
이은정(2006)
지효정(2007)
김보미(2008)
송호영(2012)

뇌 과학적
해석 및
시사점

오해란(2007)
한민정(2007)
허유정(2010)

교수·
학습법
연구

뇌기반
교수ㆍ
학습 방법
연구

수업 모형
적용 연구

제2언어 학습 시
두뇌 추적연구

제2언어 학습자
이해 연구

황대욱(2011),

성귀복(1997)
권나영(1999)
이경미(2004)
이한나(2009)
김은정(2010)
박정혜(2010)
박종민(2010)
최지희(2011)
강승연(2015)
안진숙(2015)
장미혜(2015)
홍승연(2012)
김성은(2015)
강민경(2017)

이흥로(2000),

배대권 외2명
(2013)
조은혜(2014)

전채연(2012)

신지희(2005)

허근(2014)

5
김희범(1995)
강석기(2008)
김종주(2009)
정연진(2009)
배대권(2013)
조윤경(2009)

최현미(1992)
이윤희(2003)

김해영(2012)
김태경(2015)
오지현(2017)

계

11

21

이정은(2009)
신수정(2017)

7

정우림(2008)
정효선(2009)
정원일(2011)
나윤주(2013)
박현주(2014)

이승복(2002,
2004, 2005)
차경환(2008)
권형규(2009)
김성헌(2013)
박해일(2014)
양태순(2014)
김성아(2016)

15

조경순(2008)
권현지(2014)

이새벽(2010)
민채령 외
(2012)
조선희(2012)
주미란(2013)
박홍근(2014)
전재영(2014)

9

뇌기반 교재 분석 연구

합계

강미나(2015)

학술

43

고경석(2003)

김진석(2009)

5

6

2

1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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