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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및

인식 연구

高 東 延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卞 鍾 民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 혁신’, ‘수업개선’, ‘학생 참여 수업’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

를 바탕으로 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관련된 텍스트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성취기준’

및 ‘핵심역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다. 영어 교과에서는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

용하는 역량,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키워

주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교사는 교과를 구성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실현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든 수업 활동의 밑

바탕이 되는 학생 배움 중심 학습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과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영어교사들에게 영어 교과 재구성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J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설계 및 실

※ 본 논문은 2018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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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법, 참여 학생들의 반응, 영어 이야기책 및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중학교 영어 수업 지

도안의 적용 방법, 학생들의 수업 태도 변화,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

사들의 인식과 반응 등 이다.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해서 주제 선정에서부터 영어이야기

책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지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

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과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

생 중심 활동을 구성하였다. 학생 중심의 활동 및 소그룹 모둠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본 연구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였

다. 영어 이야기책 및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결과 학생들은 수업에 재미를 갖게 되었고, 기

존과 다른 수업 방식에 따라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다양한 주제의 이야

기책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수업시간에 상

상력을 키움으로써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었으며, 독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작성함으로써

영어책 읽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수

준을 따라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몰

입하도록 유도하여 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하였으며, 교사

들에게도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교육과정 재

구성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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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수업혁신’과 더불어 ‘교육과정 재구성’의 바람이 불고 있

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혁신학교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이

루어지는 특수한 교육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과서와

지도서 중심의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 등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과 주입식·암기

식 수업, 일제식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구성 방법을 찾기 위해 다

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이 모색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1항에 나온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하여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

고 배울 것인지를 결정하여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에서는 교사가 교과서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시험에

서 우수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반복 훈련시켰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과 연결된 별도의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

서나 자기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식이나

정보는 더 이상 교과서에나 교사에게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하고, 이를 통해 학

생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줘야 한다(고정림, 2016). 학

생들의 삶과 연결된 수업 내용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학생

들과 직접 만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으로 구현하였을 때 가능

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어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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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

장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다루고자 한다.

영화 ‘소셜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70억의 인

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고1), 인터넷에 실린 문자 형

태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다(Crystal, 1997). 이렇듯 문자 언어로서

의 영어가 강조되고, 이는 곧 영어 읽기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중학

교 학생들에게 읽기 학습을 위해 주어지는 교과서 자료들은 중학생에게 필요한

필수 단어를 중심으로 2∼3차시 분량으로 문법구조와 어휘들을 익히기 위한 것

이다. 물론 전문가가 정선한 표현들이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의의가 있지

만, 교과서가 한번 집필되어 보통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 사용된다고 볼 때

교과서의 지문으로 학생들의 현재 삶과 연결된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

다2). 또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문법과 문형 분석 등의

구조 학습 중심의 전통적인 읽기 지도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으며, 이는 맥락 속

에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요점을 찾아 읽기 전략을 습득하게 하는

진정한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Krashen(1987)은 학생들이 자료의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언어 자체에

흥미를 갖지 못하더라도 언어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

리의 교실 수업에서 영어 자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다. 대부분 영어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 자체에

는 흥미가 없지만 내용면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학

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교

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주제가 들어 있는 이야기책 4권을 선정하였

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사회 이슈를 다룬 신문기사, 팝송, 에세이 쓰기를 교육과

정에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제중심, 학생 중심 활동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

우는 수업으로 교실을 바꾸고, 그 수업 활동 과정이 평가와 일치되게 하는 것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수업-

1) 감독 ‘데이빗 핀처’의 작품으로 실제 ‘페이스 북’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페이스 북’이 전 세계의 소통창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2) 실제 2009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는 2013년 초판 되어 2018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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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일체화 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구안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토록 교육과정 재구성이 영어 교수·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

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적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모형

을 구안함으로써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J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영어과 교육과정을

영어 동화책과 다양한 주제의 학습 자료로 재구성하여 정규 수업에 적용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하여 J중학교 2학년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업에 임

하는 태도의 변화 및 영어 교과 재구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수업 활동과 평가에

대한 반응 및 영어 학습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수업 활동

의 밑바탕이 되는 학생 배움 중심 학습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과 의미를 부여

하고, 영어교사들에게 영어과 교과 재구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수업 태도의 변화와 반응은 어떠한가?

둘째,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반응은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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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J중학교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학

생들의 영어수준이 보통 이상이다. 따라서 수업구성 내용의 수준이 높아 소규모

학교나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J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교

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받아 왔기 때문에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단기적 수업효과에 적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수업의 다양성을 위하여 수업 계획을 할 때 영어

이야기책뿐만 아니라, 팝송,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반드

시 영어 이야기책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넷째, 선정된 영어 이야기책은 J중학교 교사들의 가치관에 따라 선정된 책이

다. 따라서 이는 교사의 취향과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

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에 일반화 될 수는 없다.

다섯째,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는 4명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빈도가 적고, 아직 널리 확산 되지 않은 탓에 참여교사를 섭외하기가 어려

웠다. 따라서 학교 환경과 학생 반응에 따라 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교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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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은 이론적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

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핵심 성취기준과 핵심 역량, 영

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읽기 수업의 이론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재구성의 정의

교육과정의 개발 수준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

육과정, 그리고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교육과정 재구성의 가

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

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총론과 각 교

과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제시하는 각

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수준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지역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을 말하며,

각 시․도와 지역의 특성, 필요, 요구 등을 담아내는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학교수준 교육과정은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에 대한 의도를 담아내는 것으로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방식 등으로 구성된다. 교사수준 교육과정은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취기준’에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지역, 학교, 학생 수준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허영주(2011)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또는 지역수

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가는 모

든 과정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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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활동을 모두 지칭한다.”라고 말한다. 서명석(2011)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에서 제시한 문서화된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실 수업 상황 속

에서 교사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보

다는 교실 안에서의 ‘교육과정 구현’이라는 표현이 더 맞으며, 이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구현자(curriculum maker)'라는 말이 더

맞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

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의미와 특징을 손다정(2017) 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생의 특성과 주변 교육상황을 고려한다.

둘째,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실행자로

본다.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주어진 기준 교육과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운영

하는 것을 의미한다.(p. 2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수정, 변형 하여 교실 현장에

서 구현해 내는 과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과거 교육과정 재구성은 국가 교육과정 문서 안에서 공공연히 드러나 있었다.

다만, 4차, 5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은 교과서였다. 교사는 교과

서와 교과용 도서에서 필요에 따라 부분 개정할 수 있었다. 이는 제 6차 교육과

정에서부터 재구성 대상이 교과서외 학교 교육과정으로 확대 되었고, 제 7차 교

육과정 시기부터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은 학교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손다정, 2017). 더불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

법의 특징으로 교과나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탈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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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재구성 대상이 교과서를 넘어서게 된다.(정민영,

2016).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은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는 구성이나 순서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다(서명석,

2011).

하지만 교과서 중심의 재구성은 교사와 학생의 사고를 교과서 틀 안으로 제

한한다.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으며, 교사의 역할을 교과서의 내용

전달자로 고착화한다(서경혜, 2009). 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외울 수 있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연구하도록 국한시키고, 평가방법 역시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머무르

게 한다(손다정, 2017).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정선된 교육내

용이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교과서이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

을 실현해 내는 도구로서 하나의 수업자료일 뿐이며, 교사는 다양한 수업자료를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Ben-Peretz(1990)은 교수학습 자료를 교육활동 중에 교사가 만나는 교육과정, 실

러버스, 지도서, 시청각 자료, 교과서 등 시험지, 교사용 지도서, 수업관련 읽기

자료, 수업 보조 자료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바라보았다.

정영수, 표시열, 김인희, 이인희와 박수정(2009)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의 변

화를 ‘중앙집권적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교육 분권적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과정 결정의

중앙집권화·획일화를 탈피함으로써 교육과정 다양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줄 것이다.

<표 1> 권한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

중앙 집권적 관료적 패러다임

→

교육분권적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국가, 국민교육 이념 중심

행정관료 엘리트 중심

공급자 중심

중앙집권적

통제, 관리, 책임

지역교육의 주체적 관점

전문적 능력 개발 중심

수요자 중심

분권적

개방, 선택,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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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를 만

족시켜주고, 학습경험의 연속성을 제공해 준다. 교육과정 재구성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능력과 필요에 알맞은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유능한 조력자이

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교 밖 사교육과 같은 다른 힘의 개입을 차단시킬 수 있

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생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

야 한다는 주의를 상기시키고, 학급 속에서 개인적인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대현, 1999).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임을 볼 때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학생 개인의 관심, 흥미, 특

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융통

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문제 해결력 등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 효

능감, 학습태도, 학습동기 등 정의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수업을 구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 영어과 핵심 성취기준과 핵심역량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었지만, 교사는 교육내용 선정에 있

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 핵심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바탕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근

간으로 학생들이 성취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영어과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이와 더

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영어과 성취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핵심 성취기준의 이해’에 따르면 핵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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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준이란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 각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과 교육의 목표

를 달성하는 데 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다루는 성취기준’이다(교육

부, 2009). 영어과 성취기준은 영어 교과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영어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

적인 근거가 된다. 또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

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핵심’이 되는

성취기준을 정선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경우, 교사들

에게는 수업 활동에서 여유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감축, 적정화

함으로써 학생 참여 교수·학습 활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

다.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성취해

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와 능력과 특성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에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 성취기준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박순경, 2013).

첫째,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경우 교수․학습 부담을 적정화 할 수

있다.

둘째, 핵심 성취기준은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근거를 제공하여 핵심 성취기준 중

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습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핵심 성취기준은 교과 교육에서의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교육 목표 달성 과

정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목표 지향적 평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핵심 성취기준은 향후 교과서 완결학습,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같은 새로운 교

육 정책을 지원하고 실현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핵심 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

형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p. 21)

교육내용이 많다는 점을 보안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성취기준

의 수를 줄였다. 영어과 핵심 성취기준은 41개에서 34개로 줄이고, 학습해야할

어휘 수도 기본어휘와 추가어휘를 합하여 7,768 단어에서 5,400 단어로 2,368 단

어를 감소시켰다. 또한 영어과 성취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부분에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34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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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중 영역별 핵심 성취기준을 연결하면,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

제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성취기준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자율성을 제

공할 수 있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과 성취기준의 예 - 읽기영역

<9영03-01>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9영03-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

악할 수 있다.

<9영03-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그림, 사진, 또는 도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9영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9영03-05>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

할 수 있다.

<9영03-06>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9영03-07>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를 추론할 수 있다.

<9영03-08>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9영03-09>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문맥을 통해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교육부-별책 14, 2015: p. 36)

본 연구에서는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서를

넘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단계에 맞는 실제적인 텍스트(authentic text)를 수업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수·학습 부담

을 적정화하고 좀 더 학교와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학생 중심의 활동수업을 하

는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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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교육부(2015)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학교 교육에서 계

발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실제 생활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배경으로 교

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

심으로 배움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핵심역량이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

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고 그 의미는 <표 3>과 같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의미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

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

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

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교육부, 2015: p. 2)

학교 영어 교과의 성격에 기반을 둔 영어과 핵심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표 4>에서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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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할 수 있다.

<표 4>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핵심 역량

영어과 역량 의미 하위 요소

영어 의사소통

역량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

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

영어 이해 능력, 영어 표

현 능력

자기관리 역량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

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

속할 수 있는 역량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

략, 자기 관리 및 평가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

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

정보 수집 분석 능력, 매

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

(교육부-별책 14, 2015: p. 3)

사회가 점차 복잡, 다변화 되면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축적보다는 과업의

수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강조되어 왔

다. 교육에서 역량의 강조는 학생들에게 분절된 교과지식을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 구성과 학생의 상호 작용에 바탕을 둔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활용,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의 조화 등을 다양하게 구현하여

야 한다. 이렇듯 핵심역량은 핵심 성취기준과 더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중

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고정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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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수업의 이론적 배경

교육과정 재구성의 이론적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

습 자료를 선택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과서 본문

을 대체할 이야기책을 선정하였다. 읽기와 영어 습득의 연관성과 영어이야기책의

가치에 대해 이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4.1 읽기와 영어 습득

Krashen(2004)은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 자연스

러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대표적인 입력 자료로써 문학 작품

활용의 장점들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해 가능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독서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 지문은 문법과

연관된 복잡한 어휘와 통사로 인위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

한 흥미나 읽기의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과서와 같은 교육적

인 텍스트보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맥락이 있는 내용이 학생

들의 언어 습득에 더 효과적이다.

Day와 Bamford(1998)은 독서 활동을 통해 외국어로 즐겁게 텍스트를 읽게

된다면 학습자는 외국어에 대한 긍정적 읽기자세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는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여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럴수록 읽기 능력과 속도가

증가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기, 쓰기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또한 동시에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다(Elly &

Mangubhai, 1983).

독서를 통한 영어책 읽기는 학습자 스스로 얼마든지 경험의 양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영어읽기 능력이 만족할 만큼의 기대치에 도달하

면 다른 기능, 즉 쓰기, 말하기, 듣기능력 또한 그에 상응해 향상될 수 있다(변종

민, 2009). 꾸준한 독서 활동을 통한 읽기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영어로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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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생기게 하고, 이는 어휘력 및 쓰기능력의 향상은 물론 전반적인 영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생각과 사실과 경험을 접함으로써 인지능력이 향상된다

(Mikulecky & Jeffries, 2004: vi). Krashen(1985)은 독서는 물론 다독을 위한 다

양한 읽기 활동이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p. 52).

<표 5> 독서가 언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묵독

(Sustained Silent Reading)
▶

읽기 경험

(Reading 

Exposure)

▶ 독해 능력

(Reading Comprehensin)

스스로 읽기자료 선택하기

(Self-selected Reading)
▶

▶
어휘능력

(Vocabulary)
읽기 환경 구성

(Print-rich-Environment)
▶

▶
쓰기능력

(Writing Style)흥미 중심의 읽기

(Reported Pleasure Reading)
▶

▶
문법적 지식

(Grammatical Development)
소리 내어 읽기

(Reading out Loud)
▶

학습자가 자기 수준과 기호에 맞는 책을 스스로 선택해 다양한 읽기 활동을 하

면, 이는 단순히 읽기능력 뿐만 아니라 어휘, 쓰기, 문법 등의 언어 습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문법과 번역에 치우친 영어수업을 개선하고, 학

습자들에게 흥미로운 읽기자료를 투입함으로써 영어를 영어로 읽고, 읽음으로서

자연스럽게 읽기를 배우도록 하고자 영어독서활동을 통한 영어수업을 교육과정

에 도입하였다.

4.2 영어 이야기책의 교육적 가치

영어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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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될 수 있다. 그 중 교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이야기책으로 아동문

학을 들 수 있다. 아동문학이란 좁게는 아동이 즐겨 읽는 모든 문학 작품을, 넓

게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동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까지도 읽을 수 있도

록 창조된 문학작품을 말한다(최송이, 2016). 아동문학 작품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다독 활동의 읽기자료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Day & Bamford, 1998;

Mikulecky, 2009; Smallwood, 1991).

Smallwood(1991)은 아동문학을 ‘어휘의 경제성, 훌륭한 삽화, 흡입력 있고 빠

른 전개, 일반적인 주제’ 등을 이유로 들며, 어린 아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영어 이야기책을 중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의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문학은 학습자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야기 세계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혀 준다. 이

러한 학습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를 자극하여 활발한 수업 참여

를 이끌어 낼 수 있다(김지윤, 2009). Ellis와 Brewster(1991)는 아동문학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관련된 여러 능력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야기책 속의 주인공이 느끼는 기쁨, 슬픔, 유머, 희망 등 삶의 다양한 감

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동과 즐거움은 학습자의 정서 발

달에 도움이 되고 이는 목표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예

를 들어서 Anthony Browne의 『The Tunnel』은 학생들이 주인공들의 ‘갈등,

원망, 두려움, 이해, 사랑’ 등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

하는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읽기자료이다.

둘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언어가 인간

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Lazar(1996)는 문학작품의 배경을 통해 학습자가 다른 문화와 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핵심 역량 중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

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

력’ 함양에 있다. 이런 면에서 목표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의 사고와 가치관을 그

대로 반영해주는 문학 작품은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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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 방법을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김지윤,

2009).

마지막으로 영어 이야기책의 언어 교육적 측면이다. 연구 대상자가 중학교 2

학년 학생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어려운 문학 작품은 오히려 학습자가 언어의

해석에만 집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읽기 학습을 어렵게 할 수 있다(Vincent &

Carter, 1986). 영어 이야기책은 영어 모국어 화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적 문법 구조가 간단하고, 재미있는 삽화가 들어 있어 부담 없이 내용 이해에 도

움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읽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Day & Bamford, 1998).

또한 영어 이야기책은 비슷한 언어가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어휘나 문형을 습득할 수 있다. 『If I were a book』이 그 대표적인

예로 ‘If I were∼’ 가정법 표현이 계속 반복 사용됨으로써, 학습자들은 가정법

표현에 익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활용하여 말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교육에서 영어이야기책은 교과서를 대체하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이미 사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

었다. 교과서와 관련된 수많은 예상 문제지와 기출 문제는 더 이상 교과서가 교

사와 학생간의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자신의 전문

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업 안에서 학생

들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영어교

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야기책

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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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모형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과서가 아닌 다른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재구성 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태도 변화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영어과 교유과정 재구성 방향이 어떻게 나아

가야할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에 소재한 J중학교 2학년 370명(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총 1학기 동안 연구를 실시하였으

며 2학년 전체 12학급 중 6개 짝수 반 학급을 표집 하여 총 180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교사인식 조사를 위해서는 본 교육과정 재구성에 직접 참여한 J중학교 교사

2명과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하여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제주시내 지역 교사

1명, 읍면지역 교사 1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인식 및 이야기책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도구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영어 학습 방법

과 영어 영역에 대한 관심도, 영어 이야기책의 노출 정도 등에 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1학기 동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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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한 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지는 김지윤(2009)의 ‘영어 이

야기책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영어 학습 기초 사

전 설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부록참고).

사후 설문지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적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포함한 총 19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사후 설문지에는 설문자의 자기성찰 1개 문항,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인식 조

사 4개 문항, 이야기책에 대한 학생 반응 4개 문항,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에 대

한 반응 7개 문항과 기타의견을 서술하는 개방식 문항 3개 문항으로 총 19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 형태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선택형, 2개의 중

복응답 문항, 4개의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를 위한 설

문지는 총 5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개

문항,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개 문항, 그리고 수

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기술하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서술

형 문항으로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작성

하도록 하였다.

 사후 설문에서는 각 선택형 항목을 Likert 5 척도를 활용한 5 단계의 응답으

로 ‘매우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고, 각각 1∼5점으로 환

산한 후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설문 응답한 학생 180명을 기준

으로 응답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교사 설문지에서

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과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반응

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연구 참여교사와 미참여 교사 간 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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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모형

3.1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준비 단계

1학기 수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사

전 협의회가 2월에 실시되었다. 이때 수업을 함께 하게 될 영어교과 교사들은 1

년 동안 이루어질 수업과 평가를 미리 계획하여 수업을 준비하였다. J중학교 2학

년 영어과 교사는 총 3명으로 1학기 수업 시작 전 미리 협의회를 가져 1학기에

진행될 수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교사와 학생들의 배

움에 대한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수업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다행히

연구자와 함께 한 동료교사들은 영어 이야기책의 가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였

고, 수업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어 교과서는 1단원에 듣기·말하기 영역을 다루는 Listen &

Speak, 읽기·쓰기 영역인 Reading & Grammar로 이루어져 있다. J중학교 2학년

시수는 총 4시수고, 4시간 중 1시간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이다. 보통

원어민 시간에는 영어 회화 중심의 수업으로 교육과정 내 진도와 상관없이 진행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럴 경우 주당 3시간으로 일반교사는 진도를 나가야 한

다. J중학교 영어교사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Listen & Speak의 주제들을 뽑아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여 원어민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 하였고 지필고사에도

출제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덜어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 또한 원어민 교사 시간을 영어 회화 연습 시간이 아니라,

수업의 연속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다음 <표 6>은 J중학교 2017학년도 1학기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이다.

<표 6> 2017학년도 J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

■ 교육과정 구성 방향:

영어를 매개로 자기표현을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인간과 인간 / 자연과 인간)의 자

세를 기르고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지적 · 정서적 · 문화적으로 성장한다.

1) 언어의 4기능을 익히며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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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성 방향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

도록 삶과 연결된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런 주제 학습을 통하여 수업활동과 일치

하는 평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

였다.

다음은 영어과 수업 운영 계획의 일부이다.

<표 7> J중학교 2017학년도 1학기 영어과 재구성 모형

2) 유의미하고 이해 가능한 텍스트(INPUT)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OUTPUT) 능력

을 기른다.

3)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른다.

4)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5) 주제가 있는 학습을 통해 목표와 수업활동과 평가가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실천한

다.

월 주
시

수

주제

(소재)
성취기준 교수·학습 내용 평가

3

1 1 오리엔
테이션
( 친 구
만 나
기)
TEXT
와 의
만남
( 책 과
관련된
동화)

영중9112-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영중9231-2. 주변의 친숙한 대상의
성격이나 특성을 간단히 묘사할 수
있다.
영중9251-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
의 미래 계획을 간단히 말할 수 있
다.5
영중9311-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짧은 글을 소
리 내어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일부 생략)

· 오리엔테이션
- 친구 찾기
(Mini-Interview)
- CLASS
RULES 정하기
- 평가 안내
· TEXT와의
만남
- 영어 동화를
통한 수업
(Dog Loves
Books. / If I
were a book)

- 독
서 포
트 폴
리 오
시작
- 배
움 노
트 시
작

2 3(1)

3 3(1)

4 3(1)

5 3(1)

세상과
의 만
남
(이웃)

영중912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
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영중9211-1. 개인생활이나 가정생
활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묻고 답
할 수 있다.
영중9451-1.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
의 과거 경험에 대해 간단히 쓸 수

-My
neighborhood
- 이웃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영어 동화를
통한 수업
-If I had ~

- 듣
기 평
가
- 서
술 형
쓰 기
평가

4

6 3(1)

7 3(1)

8 3(1)

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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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업 계획서에서는 교과서의 단원이 수업 주제가 되지만, 이번 재구성에서

는 1학기 동안 다룰 가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책과 관련된 동화를 다루는

‘TEXT와의 만남’,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이웃과의 만남’, 가족과의 관계

있다.
(성취기준 일부 생략)

:서술형 쓰기평가

5

10 0

타자와
의 만
남
(가족)

영중911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
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영중932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
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
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
다.
영중9462-1.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간단한 일기나 편지글을 쓸 수 있
다.
영중9461. 주어진 상황에 맞게 초
대, 감사, 축하, 위로 등의 짧은 글
을 쓸 수 있다.

(성취기준 일부 생략)

-세월호 프로젝
트
-가족의 소중함
이나 갈등에 대
한 영어 동화를
통한 수업
(The Tunnel)

Unit 6. Being
older or younger

- 중
간 고
사
- 독
서 포
트 폴
리오
- 배
움 노
트

11 2

12 3(1)

13 3(1)

6

14 3(1)

자연과
의 만
남
(환경/
생태))

영중9121-1. 그림이나 사진에 관한
짧은 말이나 대화를 듣고 묘사하는
대상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영중9252-1. 개인 생활이나 가정생
활에 관한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영중9412-1. 주변의 실물, 그림, 사
진 등을 보고 대상을 묘사하는 문
장을 완성할 수 있다.

(성취기준 일부 생략)

환경 관련 영어
읽기 자료를
통한 수업

(Diary of a
worm /
신문기사)

- 서
술 형
쓰 기
평가
- 말
하 기
평가
- 독
서 포
트 폴
리 오
마감

15 2(1)

16 3(1)

17 3(1)

18 3(1)

7

19 3(1)

자기와
의 만
남
(도전)

영중9141-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지시나 상황에 알맞게 반응하
거나 응답할 수 있다.
영중9251-1.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
의 과거 경험을 간단히 말할 수 있
다.
영중9421-1. 개인 생활이나 가정생
활을 소재로 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성취기준 일부 생략)

스스로 도전하는
영어 읽기 자료
수업(신문 기사)

Unit 5. Meet the
Challenges

- 기
말 고
사
- 배
움 노
트 마
무리

20 3(1)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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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제로 하는 ‘타자와의 만남’, 환경 생태를 다룬 ‘자연과의 만남’, 마지막으로

1학기를 마무리 하는 ‘자기와의 만남’ 등 총 5가지로 큰 주제를 정하였다. 영어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각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하거나 관련 학습 자료를 제작하

고, 수업 과정 속에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3.2 영어 이야기책 선정과 평가계획

수업운영계획에 나온 주제 따라 교사들이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하

다고 여겨지는 총 4권의 책을 선정하였다.

<표 8> 영어 이야기책 선정 목록

주제 제목 내용

Text 와의 만남 Dog loves books
책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서점을 열면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Text 와의 만남 If I were a book
‘내가 만일 책이라면’ 어떤 책이 될까? 책과

친숙해지게 해주는 이야기.

타자와의

만남(가족)
The Tunnel

서로 다른 오누이가 터널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이해 해가는 이야기.

자연과의 만남
Diary of a

worm

지렁이의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일기를

통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알게 하는

이야기.

영어 원서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학습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

학기로만 한정되었지만, J중학교 학생들은 1년의 과정동안 영어 이야기책을 가지

고 수업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책

에 친숙해 지면서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려 주기 위해 ‘Text와의 만남’이란

첫 주제를 정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책 『Dog loves books』(by Louise Yates)

은 책을 좋아하는 강아지의 이야기로 비교적 문장이 쉽고, 내용이 재미있어 학생

들과 가볍게 시작하기에 좋았다. 두 번째 선정된 『If I were a book』(by Jose

Jorge Letria)은 가정법의 활용이 잘 나와 있는 책이다. 이 점을 활용하여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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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에세이 쓰기 주제를 ‘If I had 300 dollars.’로 정하여 이야기책 수업 내용을 평

가와 연결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책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Anthony

Browne의 책 중 두 오누이의 이야기를 다룬 『The Tunnel』을 선정하였고, 마

지막 책으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지렁이의 생태를 재미있게 표현한

『Diary of a Worm』(by Louise Yates)를 선정해 두 번째 에세이 평가 주제인

환경 보전 글짓기 소재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영어책읽기를 습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평가에서 독서포트폴

리오를 반영하였다. 수업 중 다루는 4권의 책을 포함하여 자신이 직접 6권의 책

을 선정하여 총 10권의 영어 이야기책을 읽고 Book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도

록 하였다. 다음은 1학기 J중학교 2017학년도 영어과 평가 계획이다.

<표 9> J중학교 2017학년도 영어과 평가 계획

평가 종류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 40% 60%

횟수/영역

1차 2차
에세이 쓰기 독서

포트폴리
오 말하기

평가
듣기
평가

프로젝
트

(배움
노트)

1차 2차

선택형
및
서답형

선택형
및
서답형

서술형 및
논술형

서술형 및
논술형

만점
(반영비율)

100점
(20%)

100점
(20%)

100점
(10%

)

100점
(10%

)

100점
(10%)

100점
(10%)

100점
(10%)

100점
(10%)

서술형ㆍ논
술형 평가
반영비율

· · 10% 10% 10% · · ·

평가 시기 4월 7월 4월 6월 3월 ~ 6월 6월 4월 3월 ~
6월

평가내용
(성취기준)

영중9111~
영중9461

영중9111~
영중9461

영중9311~영
중9461

영중9211
~영중92
53

영중9111
~영중91

41

중간, 기말 지필평가를 합하여 반영 비율을 40%로 하였다. 이는 기존 지필평가

비율이 수행평가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수행 평가의 비율을 높인 것은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과정평가의 일환이다.

수업내용 구성에 영어 이야기책뿐만 아니라, ‘세월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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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를 읽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외에도 주제

관련 팝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매 수업시간 마다 ‘배

움 노트’를 작성하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3.3 교육과정 재구성 영어 수업 및 활동 내용

3.3.1 『If I were a book』학습지와 ‘If I had 300 dollars' 평가기준안

『If I were a book』은 가정법 표현이 반복 되면서 ‘내가 만일 책이라면’ 어

떤 책이 될까? 에 대한 답을 작가가 재미있게 풀어내며 책과 친숙해지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그림 1> 『If I were a book』학습지일부 및 Book Report 학생 작품

수업과정으로는 먼저 책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을 익히게 하고, 주요 언어 형식인

가정법 해석방법을 설명한 다음, 모둠 별로 책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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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다음 각 문장과 연결된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문장과 그림을 연

결하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했기에

매우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림과 문장 연결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의미 있게 해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독후 활동으로 가정법을 활용하여 모방 글쓰기를 하고, 책에서 배운 가

정법을 활용하여 ‘If I had 300 dollars’라는 주제로 에세이 쓰기를 하였다.

<그림 2> ‘If I had 300 dollars’ 에세이 쓰기 학습자료

이는 수업-교육과정-평가의 일체성를 위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기, 쓰기, 말

하기, 듣기 4가지 영역을 고루 다루고, 책 읽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표현을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와 접목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업 과정

안에서 자기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고

루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안을 사전에 나눠주어 학생들이 미

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안은 교사가 학습자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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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이자,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나 과제 기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평가할 것이며, 어떻게 성적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다. 사전에 기준안이 제시되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도달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표 10> ‘If I had 300 dollars’ 에세이 쓰기 평가기준안

평가요소 평가 내용

자기관

리 역량

(30)

준비도

및

참여도

□ 수업 준비를 항상 잘하고 활동 내용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질문을 하는가

활동중에다른사람의생각을잘이해하고들어주며좀더주의가필요한사항인경우

나중에 다시 논의하려는 적극성이 있는가

활동지 4 5 6 7 8 9

준비도/참여도

☆ Sharing ◎ Using ○ Developing △ Beginning

의사소

통

역량

및

지식

정보처

리 역량

(40)

내용

구성

□ ESSAY 기본적인 구성에 필요한 요건 및 제시조건에 대한 답을 모두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ESSAY의목적에따른주제가선명히드러나며읽는사람에게글쓴이의의도가잘전달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이일관성있게 구성되었는가

언어

사용

□ 어휘 및 표현이 적절하고 완성된 문장을 사용하며 오류가 거의 없는가

에세이 쓰기 주제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가

창의성
□주어진상황과조건에맞는다양한아이디어를떠올려매우풍부하고독창적인답을

하는가

공동체

역량

(30)

협력적

역할

수행

□모르는부분에대해질문하고알고있는것을나누는협력적모둠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차분하게 동료들과의 배움에 매우 집중하여 진행에 도움이 되는가

선생님 도움말

(Teacher’s

Comment)

쓰기 평가 이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에세이 쓰기 초안을 작성하는 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모둠원끼리 서로 질문과 제안을 잘 들어주고 있는가

□ 초안을 다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가

□ 마지막 에세이 쓰기 평가를하기 전에 위 평가 내용을 보면서충분히 연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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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he Tunnel』학습지 및 활동내용

다음은 Anthony Browne의 『The Tunnel』을 활용한 학습 자료와 독후활동

지이다.

<그림 3> 『The Tunnel』학생 학습지 및 독후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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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nnel』은 성격이 아주 다른 두 남매가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터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내용으로 ‘가족 간의 사

랑’이 주제이다. 수업 전 활동으로 책을 소개하는 Trailer를 보여주면서 책 내용

을 미리 추측하는 활동을 하였다. Trailer의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효과적이었다. 수업 중간활동으로 ‘작가가 의도한 숨은 이

야기 찾기’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이야기 구성 방식인 도입-전개-절정-결말의 순서와 영어 문화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 구성의 5가지 요소를 비교해본 후, 이야기 구성요소에 맞

추어 <그림 3>에 나와 있는 독후활동지처럼 줄거리를 요약하도록 하였다. 다음

은 영어 이야기책에 사용되는 이야기 구성의 5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표 11> 이야기 구성의 5가지 요소

1. Exposition: The Beginning(도입)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존재한다. 도입에서 주인공과 배경이 소개되다. 이 시점에서

주된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들어나기도 한다.

2. Rising Action: I ntroduction of the P roblem or Conflict(전개)

주인공들과 주요 갈등이 소개되어진 후에 갈등은 다른 행동들로 인해 점차 도드라진

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긴장감은 고조된다.

3. Climax: The H igh P oint(절정)

절정은 이야기의 최고조를 말한다. 주인공은 중요 사건과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주인

공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이고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주인공은 마치 실패할거 같고,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4. Falling Action: Winding Down(하강)

최고조가 지나가면 이야기는 천천히 하강한다. 주인공의 행동과 결정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결말로 이어진다.

5. Resolution: The End(결말)

이야기의 결론을 말한다. 갈등은 해결되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

출처: Plot(narrative). https://en.wikipedia.org/wiki/Plot_(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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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of a Worm』은 지렁이의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일기 형식의

책이다. 지렁이의 일상을 통해 지렁이의 생태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과 함께 공존

하는 법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보전 에세이 쓰기

평가와 연계하였다.

이토록 단순히 책만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정에

서 배운 내용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새롭게 구현해보고 그 결과물을 평가와

연결시켜 수업-교육과정-평가가 일치 되도록 하였다.

3.3.3 주제 관련 수업자료

영어 이야기책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주제

를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 예로 최근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

던 ‘세월호’ 사건을 수업 주제로 삼았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팝송’, ‘CNN뉴스’, ‘유투브’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근

에 있던 일이라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좋았던 수업이었다.

<그림 4> ‘세월호 프로젝트’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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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그 외 학생 활동자료

‘If I had 300 dollars'란 주제의 에세이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돈을 자신

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Beyonce의 ‘I was here.’를 가지고 팝송수업을 준비하

였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활용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영작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 ‘I was Here’ 수업 학생 활동작품

수업내용이 교과서를 배제하고, 영어 이야기책 및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

업이라 학생들이 다른 경로로 수업을 예습하거나 복습할 수가 없었다. 이는 학생

이 수업에 집중하고 스스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자기 관리 역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 관리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매 수업시간에 ‘배움 노트’를 작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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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기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 노트’

‘배움 노트’에는 기본적으로 새로 알게 된 ‘단어’, ‘배운 내용’, ‘수업을 받고 궁금

한 점 또는 느낀 점’ 등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여

학급에서 잘 정리한 학생들의 배움 노트를 본보기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실제 배

움 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한 학생이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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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사전 설문 결과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영어와 이

야기책에 대한 흥미와 평소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험 전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은 J중학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전

설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소 영어 공부를 하는 장소와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평소 영어 공부 하는 장소와 방법

Q. 학교장소 외에 영어공부를 어디에서 많이 하나요?

응답수(명)
집 학원 도서관 그 외 합

58 107 1 14 180

비율(%) 32.0 59.0 1.0 8.0 100

Q. 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응답수(명)
학원

인터
넷강
의

과외 자기
주도 영어책 학교

수업 그 외 합

92 8 10 34 8 21 7 180

비율(%) 51.0 4.0 6.0 19.0 6.0 12.0 4.0 100

J중학교 학생들의 59%가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공부 방법도 51%

가 학원 관련 자료에 응답하였다. 그 외의 경우에도 과외라고 응답한 학생이 있

었다. 이는 J중학교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영어 학습 중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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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영어 영역별 흥미도 조사

Q. 영어 학습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응답수(명)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 합

57 33 41 35 14 180

비율(%) 32.0 18.0 23.0 19.0 8.0 100

Q. 영어 학습 중 가장 자신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응답수(명)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 합

40 44 18 55 23 180

비율(%) 22.0 24.0 10.0 31.0 13.0 100

위 결과를 보면 듣기 32%, 말하기 18%, 읽기 23%, 쓰기 19 %, 모든 영역 8%가

나왔다. 자신 없는 영역으로는 쓰기가 31%, 말하기 24%, 듣기 22%, 읽기 10%가

나왔다. 이는 의사 표현을 요구하는 능력(using language in spoken and written

form)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해를 요구하는 능력(comprehending spoken

and written text)인 듣기· 읽기 영역에서 자신감을 보임을 나타낸다.

학교 수업 이외에 하루 평균 영어 학습량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내외가 44%

로 가장 많았다.

<표 14> 평균 영어 학습 시간

Q. 학교 수업 이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영어 공부를 하나요?

응답수(명)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 합

80 67 25 4 4 180

비율(%) 44.0 37.0 14.0 2.0 2.0 100

학교에서와 집 또는 학원에서 하는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도’ 조사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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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장소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Q.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가 흥미롭나요?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33 48 56 23 20 180

비율(%) 18.0 27.0 31.0 13.0 11.0 100

Q. 집이나 학원에서 영어 공부가 흥미롭나요?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23 34 60 27 36 180

비율(%) 13.0 19.0 33.0 15.0 20.0 100

<그림 7>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흥미롭다고 응답한 학생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

여 45%, 흥미롭지 않다는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24%가

나왔다. 집이나 학원에서 하는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31% 학생이 ‘그

렇다’, 35%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학원이나 집에서 하는

영어 공부보다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를 더 흥미로워 하고 있고, 전체를 종합

하면 39%의 학생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30%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이야기책을 언제부터 읽기 시작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릴 때 부

모님이 읽어준 것을 포함하여 3∼4세 부터가 8%, 5∼6세 부터가 23%, 7∼9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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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25%, 10∼13세 부터가 23%, 13세 이상 부터가 21%가 나왔다. 56%의 학생

이 10세 이전에 영어 이야기책을 접했다.

<표 16> 영어 이야기책을 읽기 시작한 시기

Q. 영어 이야기책을 언제부터 읽기 시작하였습니까?

응답수(명)
3~4세 5~6세 7~9세 10~13세 13세 이상 합

15 42 45 41 37 180

비율(%) 8.0 23.0 25.0 23.0 21.0 100

<표17>에 나타난 것처럼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 읽은 영어 이야기책 권수에

는 0∼5권이 32%, 6∼10권이 36%, 11∼15권 16%, 16∼20권 8%, 20권 이상이

22%가 나왔다. 학생들이 10세 이전에 영어 이야기책을 접한 것에 비하면, 20권

이상이 22%만 나온 것을 통해 영어 이야기책 읽기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표 17> 영어 이야기책을 읽은 권수

Q. 현재까지 영어 이야기책을 몇 권정도 읽었습니까요?

응답수(명)
0~5권 6~10권 11~15권 16~20권 20권 이상 합

60 36 29 15 40 180

비율(%) 32.0 20.0 16.0 8.0 22.0 100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의 종류로는 판타지 소설 21%, 추리소설

20%모험소설 16%로 이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특성

을 반영하고 있다.

<표 18>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의 종류

Q.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나요?(2개 이상 표시)

응답수(명)
모험 판타지 공포 역사 추리 과학 스릴러 아동문학 합

70 91 63 14 87 32 52 31 440

비율(%) 16.0 21.0 14.0 3.0 20.0 7.0 12.0 7.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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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J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 대한 흥

미도는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가 더 흥미로움에도 불구

하고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표현능력보다는

영어이해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많은 학생이 영어 이야기

책에 노출은 되었으나, 지속적인 영어 읽기를 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

다. 좋아하는 책의 장르로는 판타지 소설과 추리소설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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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1학기가 끝나고 학생

들에게 영어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책 수업에 대한 반응, 평가

및 수업태도 변화에 대한 반응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12학급

중 6개 학급을 상대로 실시하였고 180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2.1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생 인식

먼저 학생들에게 1학기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도’를 물어보는 결과

에서 32%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38%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3%

의 학생이 ‘보통이다’, 7%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상당수

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표 19> 영어 수업 참여도 조사

또한 영어 수업에서 선호하는 배움의 형태는 소집단 모둠 수업이 48%, 강의

식 수업이 21%, 친구에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하브루타 18%, 자기주

도 학습 13%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보다 문제 해결을 모둠에서 함

께 해결해 가는 과정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 공동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 목적을 이룬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 나는 1학기 동안 영어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56 67 40 9 3 5 180

비율(%) 31.0 37.0 22.0 5.0 2.0 3.0 100

* 평균: 3.94  표준편차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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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배움의 형태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배움의 형태
강의식

수업

소집단

모둠수업

자기주도

학습
하브루타 가정학습 합

응답수(명) 37 86 23 33 1 180

비율(%) 21.0 48.0 13.0 18.0 1.0 100

‘학습자료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팝송자료가 45%, 세월호 뉴스

13%, 이야기책 및 관련자료 32%, 에세이 쓰기자료 4%, 교과서 본문 2%, 문법

수업 자료 4%가 나왔다. 팝송자료에서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팝송수업은 학생

들이 부담이 없고, 어느 수준의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따라 부르면서 즐겁게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책 및 그와 관련된 자료가 두

번째 선호하는 수업 자료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이야기책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흥미를 높여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차례 실시

한 교과서 본문 수업이 최하위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야기 책 수업이 교과

서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1> 학습자료 형태에 대한 선호도 조사

학습 자료 팝송 뉴스 이야기책
외

에세이
쓰기 교과서 문법 합

응답수(명) 108 30 77 9 5 9 180

비율(%) 45 13 32 4 2 4 100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영어교과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받는 것이 교과서 내용으로 수업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가’에 대한 응답에 매우

그렇다 33%, 그렇다 26%, 보통이다 28%, 그렇지 않다 8%, 매우 그렇지 않다

4%로 응답 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59%,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12%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

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고 교사가 재구성한 교육과정

을 신뢰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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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만족도

Q. 나는 우리학교 영어교과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받는 것이 교과서 내용으로 수업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60 47 50 15 8 180

비율(%) 33.0 26.0 28.0 8.0 4.0 100

※ 평균: 3.76  표준편차 : 1.13

2.2 이야기 책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

수업시간에 활용한 총 4권의 이야기책 중에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이야기책에 대한 선호도

『The Tunnel』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마지막으

로 배운 『Diary of a Worm』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The Tunnel』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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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이야기책을 선택한 이유

- 나의 상상의 나래를 가장 많이 펼칠 수 있었다.

- 재미있는 내용과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스토리가 있어 소설책 읽기처럼 느껴졌다.

- 예고편이 오싹한 느낌을 받아 기억에 많이 남았다.

- 사건의 흐름과 인과관계,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움.

- 책의 예고편과 책의 내용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 이야기 속 인물이 나와 내 동생처럼 느껴졌다.

이는 사전 조사에서 선호하는 책의 종류로 추리소설과 판타지소설에서 높은 응

답이 나온 것을 반영한다. 『The Tunnel』스토리가 학생들이 후속 이야기를 상

상하게 만듦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읽기 전 활동으로 본 예고편이 판타지 소

설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가 자신의 형제와의 관계를 연

결시켜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응답한 것은 이야기

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더 의미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 24>는 이야기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조사결과이다.

<표 24> 이야기책 이해도 조사

Q. 나는 수업 시간 공부한 영어 이야기책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50 69 39 11 1 10 180

비율(%) 28.0 38.0 22.0 6.0 1.0 6.0 100

※ 평균: 3.92  표준편차 : 0.91

수업 중에 책의 줄거리를 모두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6%, ‘이해하지 못한

다’고 응답한 학생은 7%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야기책 내용을 이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이야기책 수업과 영어 책읽기 관심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는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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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이야기책 관심도 조사

Q. 나는 수업시간 영어 이야기책 공부를 한 덕분에 영어 책읽기에 좀 더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36 51 63 25 5 0 180

비율(%) 20.0 28.0 35.0 14.0 3.0 0.0 100

* 평균: 3.49  표준편차 : 1.05

영어 이야기 책 수업을 한 덕분에 48%의 학생이 영어 책읽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사전 조사의 읽기 영역 23%에 비해 영어 읽기에 대

한 관심이 좀 더 높아 졌음을 의미한다.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하지 않아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유 서술

설문 결과 학생들은 <표 26>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26> 교과서를 하지 않아 달라진 점에 대한 응답

Q. 영어 시간에 교과서를 하지 않아서 나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써 봅시다.

- 다양한 것에 더 많이 접해서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진 거 같다.

- 수업에 더 집중하고 영어를 원래 좋아했는데 더 좋아 하게 되었다

- 수업시간에 잘 참여해 학습지를 채우게 되었다.

- 학습지를 보고 공부하니 더 쉬웠다.

- 시험공부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 수업이 재미있어 졌다.

-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 사물함에 왔다갔다 안 해도 돼서 시간이 늘어났다.

- 본문 내용과 해석 등을 외우지 않게 되었다.

- 시험공부를 하려면 학원에 학습지를 가지고 가야 돼서 불편했다.

- 학습자 위주의 수업을 함에 따라 작년에 고통을 받았던 내신에 관한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 딱딱한 교과서로 배우는 것 보다 영어책, 신문기사 등으로 하니 영어 수업이 지루

하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 시험공부를 할 때 부담감이 줄게 되었고, 시험 기간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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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수

업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

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원 의존도가 높은 J중학교 학생들이 학원에서

미리 예습이 불가능해져 수업 시간 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는 배움의 즐거움

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3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에 대한 학생 인식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적용하면서 학생들

의 배움의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

았다. 다음은 수행평가 중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배움 노트’에 관한 학생 인식 조사이다.

<표 27> 배움 노트 작성 성실도

Q. 나는 ‘배움 노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27 33 53 48 15 4 180

비율(%) 15.0 18.0 29.0 27.0 8.0 2.0 100

* 평균: 3.05  표준편차 : 1.19 

<표 28> 배움 노트와 자기관리 역량

Q. ‘배움 노트’는 영어 공부를 스스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24 49 72 20 11 4 180

비율(%) 19.0 27.0 40.0 11.0 6.0 2.0 100

* 평균: 3.31  표준편차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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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영어 공부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도왔는가에 대

한 응답에 33%의 학생이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6%의 학생이 영

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수

집한 자료로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주어진 자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업 관련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자신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을 정리한 배움 노트가 가장 훌륭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세이 수행평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9> 에세이 주제 난이도

Q. 에세이 주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42 67 53 13 2 3 180

비율(%) 23.0 37.0 29.0 7.0 1.0 2.0 100
* 평균: 3.76  표준편차 : 0.93

<표 30> 에세이 쓰기 수행평가

Q. 과정평가를 통한 에세이 수행평가는 나의 영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주었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36 69 55 12 4 4 180

비율(%) 20 38 31 7 2 2 100
* 평균: 3.69  표준편차 : 0.95

60%의 학생들이 ‘If I were a 300 dollars’와 ‘환경 보전 글짓기’ 주제가 자신들의

학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하도록 구

성한 에세이 수행평가가 ‘영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 주었다’라고 58%의 학생

이 응답하였다. 이는 사전조사에서 쓰기영역이 가장 자신 없다고 반응하였던 것

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지필고사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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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필평가 난이도

Q.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57 56 49 11 4 3 180

비율(%) 32.0 31.0 27.0 6.0 2.0 2.0 100

* 평균: 3.85  표준편차 : 1.01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지필고사에 대한 난이도 평가

에서는 63%의 학생들이 난이도가 적당하였다고 생각했다. J중학교 2학년 중간고

사 평균이 78.4점, 기말고사 평균이 76.7점이었다. 이는 이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영어 평균이 중간고사 72.2점, 기말고사 73.5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필고사 난

이도는 쉬운 편이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학업 성취욕구가 높은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교

과서가 아닌 이야기책이 더 어려울 거라고 여기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 줄

수는 없었다. 최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위주로 출제하

였다. 그리하여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시험 난이도가 적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였다.

영어평가를 위해 수업시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표 32> 수업태도에 대한 사고변화

Q. 나는 영어평가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응답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

72 74 29 2 0 3 180

비율(%) 40.0 41.0 16.0 1.0 0.0 2.0 100

* 평균: 4.22  표준편차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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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만 최근 사교육 열풍으로 학교 수업을 선행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전 조사에서 J중학교 학생

59%가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학원에서 미리 선행

수업을 받는 것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였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문법과 모르는 단어

해석이 어려웠다가 다수 나왔고, ‘지필평가 기간에 수행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영어 에세이 수행평가가 어려웠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1학기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

다.’, ‘다음부터는 ‘배움 노트’를 미루지 않겠다.‘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문법 공부

를 열심히 하겠다.’,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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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2 :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4명의 교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A, B교사

는 J중학교에서 연구자와 함께 실제 동일한 수업을 적용한 교사이다. 교사 C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교사 D는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 영어 이야기책을 수업에 투

입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3.1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

다음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응

답 내용 이다.

<표 33>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 – 참여 교사

A교사

교과서는 나오는 순간 이미 사교육기관에 의해 분석되어져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자료로 사용되기 힘들다. 학생들의 상황과 학교 교육과정

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여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할 때 주제 선정에 있어 학생들의 구성 및 흥미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면 더 좋을 것 같다.

B교사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

여 수업의 생동감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구성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고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보다는 각 과에 따

라 재구성이 이루어져도 좋다고 생각이 든다.

A교사와 B교사 모두 학생 흥미를 고려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구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교과서 사용에 대한 견해가 다소 차

이가 있는데, A교사는 교과서가 사교육 현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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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였

다. B교사는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 포

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A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단일 교과에 한

정하지 않고 여러 교과와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

들의 응답 내용이다.

<표 34>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 – 미참여 교사

C교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얘기할 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운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영어 수업 중 만나는 텍스트가 단순

히 영어라는 언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이들의 성장과 연관

된 주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현재와 과

거, 미래를 얘기 할 수 있는 자료이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고

른 교과서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사들의 고민 속에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취사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정

확해야 한다. 그 분석에 따른 각 학교 각 학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정 재구성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평가의 변화도 함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교사

교육과정 재구성은 필요하다. 다만, 각 지역,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수

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된 한 가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고려하고 실

제 생활과 연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 훨씬 수업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 관심과 흥미, 미래 사회 역량을 키우는데 적

합한 소재 및 주제, 학생 중심 활동이 가능 여부, 핵심 성취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C교사와 D교사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C교사는 영어

과목을 떠나서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

과서 위주의 수업 구성을 지양하였다. D교사는 다양한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4명의 교사 모두 교육과정 재구성ml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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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일

률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실정, 학생 수준, 학생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2 이야기책 활용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에 참여한 A와 B교사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야기책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5> 이야기책 활용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 참여 교사

A교사

2017학년도 1학기에 『Dog loves books』, 『If I were a book』,

『The Tunnel』, 『A diary of a worm』를 수업 시간에 자료로 사용

하였고, 교과서에서 가져온 자료보다 이야기책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었다. 교과서를 벗어난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The Tunnel』수업에서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시간에서는 아이들이 기발한 상상력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였

다.

B교사

『If I were a book』수업을 할 때,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수업이 그

림책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시간에 다루어졌던 책을 바탕으로 글쓰기 과

제를 전개함으로써 어렵게만 느끼던 글쓰기 과제를 해볼 만한 영역으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사항에 중점을 두

며 수업을 받던 태도에서 이야기를 즐기고 다음에 나올 내용을 궁금해

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특히 음성이 녹음된 이야기나 다양한 자료

를 접할 때는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용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A교사는 수업에 활용한 책 4권에 대해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하

였다.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고, 학생들이 보여준 기발할 상상력에 감탄했다. B교사는 이야기책 『If I were

a book.』을 읽고 글쓰기 과제까지 이어서 수업을 함으로써 수업과 평가가 일치

되어서 좋았고, 다양한 자료에 학생들이 몰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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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다음은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 미참여 교사의 설문 반응

이다.

<표 36> 이야기책 활용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 미참여 교사

C교사

Anthony Browne의 동화를 많이 활용하였다. 『Willy the Champion』

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Willy and Hugh』는 친구란 어떤 것인지,

『4 Voices』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음을, 『Piggy book』을 통해서는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A

Special Trade』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에 학생들은 자신을 주인공에 몰입하여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시험 때문에 교과서 외의 텍스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한 작가의 책을 쭉 보는 것에 대한 호불호도 있었고, 주제에

대한 탐색을 깊이하기 보다 중학생인 자신들의 수준에 비해 내용이 유

치하다는 평도 있었다.

D교사

읍면 지역 학교의 학생 수준이 표준보다 많이 낮아서 영어 동화책으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몇 개의 동화책을 시도해 봤는데 학생들

이 대체적으로 어려워하였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는 흥미로

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흥미를 느끼는데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용해본 책은 Anthony Brown의 『Piggy book』인데, 이 책

은 그림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기는 했지만 어휘나 표현은 어려워하였

다. 『A good burglar』수업에서는 그림이 별로 없고 좀 긴 이야기 이

지만 단어나 문장 구조가 간단하여 비교적 잘 이해한 편이었다.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읽기 활동에 대체적으로 잘 참여하였다.

C교사의 경우는 Anthony Browne의 다양한 이야기책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

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몰입하며 수업을 받기도 하였지만 수준이 높다는 반

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D교사의 경우에도 이야기책이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 내

기도 하지만 학생 주순을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책은 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린다

고 응답하였다.

이야기책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 수업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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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

3.3 기억에 남는 수업 장면에 대한 교사들의 기술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장면에 대해서는 J중학교 A, B 교사와 C교사

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 37> 기억에 남는 수업 장면에 대한 교사들의 기술

A교사

대선과 맞추어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학

생들의 호응도가 좋았었고, 대선 공약으로 ‘세월호 재조사’를 쓴 학생들

이 있어서 5월에 ‘세월호’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진지한 참여에

놀라웠다. 학생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중 평가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긴장할 줄 알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과

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B교사

세월호 사건을 다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 인

상적이었고, 수업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

는 부분을 설명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또한 과정평가를 실시함

으로써 서술형 수행평가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던 거 같다.

C교사

영어 동화책을 작가가 구연하는 소리에 아이들이 몰입하여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꼈을 때 언어란 문자보다 소리가 먼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영어를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로 다가서는 단계를

꼭 먼저 즐기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 소리의 즐거움에서 문자를

읽는 즐거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대부분 수업

에 몰입하지 않고 잠을 자던 학생이 책을 한숨에 쭉 읽어가면서 책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모습,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만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감은 진지하게 써내려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

는다.

A, B교사들은 이야기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로 수

업했을 때 학생들이 공감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여겼다. 수업 중 이루

어지는 과정평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했다. C교사는

평상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야기책으로 수업을 했을 때 흥미

를 갖고 수업에 끝까지 참여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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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제언

1. 결론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교실 수업 개선과 더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관심

과 실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평소 영어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연구

자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핵심 내용으로 영어 이야기책을 선정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연구하

여 수업에서 구현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연구를 위해 학기 시작 2주전부터

담당 교사들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 교과서를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수업이었

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서부터 영어 이야기책 선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준비

가 필요했다.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성취기준 및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추려내는 과정은 교사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다. 한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세 명이기 때문에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하였으며, 공감을 이끌어내기까지 수많은 협의와 회의가 이

루어졌다. 수업 중에 과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활동 중심의 활동지 작

성 또한 계획에 맞춰 하나하나 정성들여 작업하였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치고 J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용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의 수업 태도 변화,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반응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반응에서는 사후 설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활동 및 소그룹 모둠 수업을 진행

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수업에 잘 참여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교사들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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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준비한 수업이 학생과 함께 제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영어 이야기책 및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중학교 영어 수업 지도안의 적용에

서는 1학기 동안 총 4권의 책을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책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학생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책 선정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주제 선정은 학

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주었다. 단순히 책을 읽기에서 끝나지 않고

에세이 수행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표현을 활용하고 자

신의 느낌을 글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혼자 읽기 힘든 영어책을 모둠에서 읽음

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삶과 연결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영

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수업에 재미를 갖게 되

었고, ‘배움 노트’를 통하여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야기책 활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 면에서 대부분 영어 사교

육을 받고 있었던 J중학교 학생들이 사전에 선행 학습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책을 통해 수

업시간에 상상력을 키움으로써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었으며, 독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작성함으로써 영어책 읽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둘째,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

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수준을 따라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

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야기책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이끌어내어

활발한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거나 성취수준을 따르

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꼭 가르쳐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삶과 연결된 Text를

접할 때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은 교사들에게도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결론적으로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생들을 수

업 시간에 몰입하도록 유도하여 영어 이야기책 읽기뿐만 아이라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하였으며,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교육과정 재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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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성취기준 수를 핵심 학습 요소로 선별하여

감축하였고 학습량이 감소됨으로써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사들에게 수업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사중심의 교

육과정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재구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

습자의 수준과 흥미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2. 제언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이야기책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우고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서 학습자들에게 좋아하는 종류의 책을 사전에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J중학교처럼 대규모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전체 학급에 일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가치 있는 수업

을 하더라도 함께 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수업을 실행할 수가 없다. 너

무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하기를 제안하고 설득

하며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학년을 구성할 때 의견이 일치

하는 교사들과 학년을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읽기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읽기 자료와 적절한 평가를 구성하여

수업과 평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업의 내용이 평가와 자연스럽게



- 54 -

이어질 때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진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J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으로 이미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교과서만을 다루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에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를 가르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나 읍면 지역의 학교 같이 사교육

이 학교 수업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과서를 버릴 필

요는 없다. 교과서에서도 가를 칠 가치가 있으면 선택하고, 교사가 더 필요하다

고 여겨지는 내용을 추가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 한다면 성공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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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Using English Story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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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 rofessor Byun, J 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English to 

180 eighth graders through story books. Research was conducted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school, covering a variety of topics and levels of English abil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be beneficial to both teachers, who can discover a more 

engaging teaching style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and also students, who can 

learn English in an easier and more stimulating manner than through the formal 

learning system.  

   Before research began, teachers had to pick suitable English storybooks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eaching eighth grade students. Each selected book was 

required to include grammar, vocabulary and subject material that would be both 

interesting and appropriate for eighth graders. After selecting the books, all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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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teachers created new lesson plans to accompany them. The lesson plans 

covered multiple levels of English ability and included worksheets for each book and 

materials for classes. Teachers focused on devising methods of teaching the story 

books that were easy to understand and capable of grabbing the full attention of 

students. Additionally, teachers formulated appropriate grading systems and means to 

assess students’ ongoing progress.

   Employing the fresh approach of studying English through story books, we 

anticipated that students would demonstrate more interest in their lessons compared 

to when forced to learn language through staid, traditional lesson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students were required to compile a written portfolio, 

through which they came up with their own ways to learn and were afforded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imaginations through discussions and various proj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using English story books is an 

effective method of teaching English. By employing a fresh teaching style and 

incorporating group projects, varied worksheets and discussions, most students felt 

they had participated more and learned more English by the end of each class.  

Students also concentrated better during classes than in typical, traditional English 

lessons. They felt more involved in the lessons and were learning more effectively by 

themselves. Furthermore, teachers were able to teach using a more exciting style and 

more interesting subject matter, thereby improving their own effectiveness when 

compared to results achieved using older, less stimulating teaching approaches. This 

research certainly demonstrates a wealth of positive results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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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사전 설문지(학생용)
                                                                

1. 학교장소 외에 영어공부를 어디에서 많이 하나요?

① 집   ② 학원   ③ 도서관   ④ 그 외(                )

 

2. 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① 학원 수업    ② EBS등의 인터넷 강의    ③ 과외      ④ 자기주도   

⑤ 영어 원서 읽기      ⑥ 학교 수업 예습·복습    ⑦ 그 외(                )

3.영어 학습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모든 영역

4. 영어 학습 중 가장 자신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모든 영역

5. 학교 수업 이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영어 공부를 하나요?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   ⑤ 4시간이상   

6.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가 흥미롭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집이나 학원에서 영어 공부가 흥미롭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영어 이야기책을 언제부터 읽기 시작하였습니까?

① 3~4세      ② 5~6세    ③ 7~9세     ④ 10~13세      ⑤ 13세 이상

9. 현재까지 영어 이야기책을 몇 권정도 읽었습니까?

① 0~5권      ② 6~10권   ③ 11~15권   ④ 16~20권      ⑤ 20권 이상

10.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나요?(2개 이상 표시)

① 모험소설          ② 판타지         ③ 공포소설        ④ 역사소설   

⑤ 추리소설          ⑥ 과학소설       ⑦ 스릴러          ⑧ 아동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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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학생용)

-'영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조사-

<자기성찰>

1. 나의 영어 실력은?

   ① 상       ②  중        ③ 하 

<교육과정재구성>

2. 나는 1학기 동안에 영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3. 내가 선호하는 배움의 형태는?

   ① 강의식 수업    ② 소집단 모둠 수업  ③ 자기주도학습 

   ④ 하브루타(내가 공부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는 것)  ⑤ 가정학습

4. 수업 시간에 활용한 학습 자료 중 나에게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 것

은?(복수 체크 가능)

  ① 팝송(I was here./a thousand winds)       ② 뉴스 또는 신문기사 

  ③ 이야기책 및 관련 자료(오디오북, trailer 등) ④ 에세이 쓰기 전 예시 글    

  ⑤ 교과서 본문       ⑥ 문법 자료 

5. 나는 우리학교 영어교과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받는 것이 교과서 내용으로 수

업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벌써 2017년 절반이 지나 갔네요! 선생님에

게는 1학기가 정말 의미 있는 학기 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영어 이

야기책을 가지고 특별한 수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은 1

학기 영어 수업이 어땠는지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 작성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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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책>

6. 수업 시간에 활용한 영어 이야기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는?

  ① Dog loves Books.

  ② If I were a book.

  ③ The tunnel.

  ④ Diary of a worm.

 이유:                                                                  

7.  나는 수업 시간 공부한 영어 이야기책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8.  나는 수업시간 영어 이야기책 공부를 한 덕분에 영어 책읽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9. 영어 시간에 교과서를 하지 않아서 나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써 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가>

10. ‘배움 노트’는 영어 공부를 스스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1. 나는 ‘배움 노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2. 과정평가를 통한 에세이 수행평가는 나의 영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주었

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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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세이 주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4. Reading journal은 나의 영어 동화책 읽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5.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지 않다.

16. 나는 영어평가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7. 2학기에 영어 수업시간에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18. 수업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써봅시다.

19. 2학년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영어 수업에 대한 다짐을 

적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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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교사 인터뷰>

선생님께서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

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영어 동화책의 내용과 학생 반응을 말씀해 주세요.

4. 영어 이야기책을 적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인식하십니까? 

5. 수업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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